
코로나-19 정보 

당신과당신의가족을위한정보 

증상, 관리  및 검사 

기업및산업을위한정보 

여행자및항공편에대한정보 

자택에머물기명령정보 

지역사회자원: 도움을얻는방법 

코로나-19 위험기반지침 

 

무료공공코로나-19 검사가이제이용가능합니다 

코로나-19 증상이있으세요? 이온라인평가를통해자신또는소중한 

사람들을위한무료검사에사전등록하려면아래버튼을클릭하세요.  

 

등록을시작하려면자가평가버튼을클릭하십시오. 

 

 
 

자가-평가 실시       

 

• 몇 가지 질문에 답하여 검사 적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적격 여부는 증상과 개인의 위험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 검사에 적격하다면, 저희 검사장 중 한 곳에서 검사를 받도록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예약 확인서를 받을 것입니다.  

•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예약 장소로 가십시오.  

• 결과는 7~10 일 내로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온라인 평가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오스틴 공중 보건 기구 의료 직통 전화인 

512-972-5560 으로 전화하세요.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의사 진료실이나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셔서 검사 추천서 및 개인 선택 

사항을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APH 제휴 지역 사회 보호 기구를 통한 무료 검사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음링크를클릭해컴퓨터용대시보드와휴대폰용대시보드를방문하십시오. 

 

최신정보는대시보드에매일오후 5 시 45 분부터오후 6 사이에갱신됩니다. 

 

질문이있으면 3-1-1(512-974-2000)로전화하거나이양식을작성하십시오. 

 

텍사스주의코로나환자수를보려면텍사스 DSHS 를방문하십시오. 

 

코로나바이러스 2019(코로나-

19)는미국일부지역에서사람에게서사람으로퍼지고있는호흡기질환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위험은예를들어의료종사자나가족과같이, 코로나-

19 에감염된것으로알려진사람과의가까운접촉자인사람들에게더높습니다. 또한코로나-

19 의확산이진행중인지역에거주하거나최근에방문했던사람들도감염위험이높습니다. 

이바이러스는주로감염자가기침이나재채기를할때발생하는호흡기의작은물방울입자를통해서로

밀접하게접촉하고있는사람들(약 2m 이내) 사이에퍼집니다. 

또한바이러스가묻은표면이나물체를만지고나서입, 코, 또는어쩌면눈을만지면코로나-

19 에감염될수도있지만, 이것이바이러스가퍼지는주된방법은아니라고생각됩니다. 

 

오스틴공중보건대응 

오스틴공중보건기구(Austin Public 

Health)는질병통제및예방센터(CDC)인,텍사스주보건서비스국과지역및지방공중보건및의료기관

과협력하여빠르게진행되는상황을면밀히감시하고있습니다. APH 는코로나-19 

대응활동을조정하는 5 단계계획을개발했습니다. 

 

• 1 단계:대상자추적관찰 

• 2 단계:대상자조사(검사진행중) 

• 3 단계: 확인된사례(개인간확산없음) 

• 4 단계: 제한된개인간확산(가까운/가족내접촉) 

• 5 단계: 지역사회에서개인간확산지속 

 

지역사회확산은어떻게, 어디서감염되었는지확실하지않은사람들을포함하여, 

한지역에서사람들이바이러스에감염되었다는것을의미합니다. 

 

또한 APH 는우리자체부서운영센터를활성화하여대응조직을강화하고, 

해외여행에서오스틴/트래비스카운티지역으로돌아오는주민들에게증상모니터링을제공하며, 



의료전문가, 기업, 학교및일반대중에게예방성명을공표하였습니다. 또한, 오스틴-

트래비스카운티지역비상운영센터(ATCEOC)가가동되었습니다. 

 

집단 

오스틴공중보건기구는집단을한지역에서  3 개혹은그이상의코로나-19 

양성사례로정의하고있습니다. 

오스틴공중보건기구는 7 월 17 일 현재,  오스틴-트래비스카운티지역의 46 개 

장기요양시설에서사례집단들을적극적으로조사하고있었거나현재조사중입니다.아래의집단위치

는 IH-35 와콜로라도강에의해사분면으로나뉘어있습니다. 

• 북서쪽- 13 개 집단 

• 북동쪽- 6 개 집단 

• 남서쪽 - 25 개 집단 

• 남동쪽- 2 개 집단 

 

전문가자문단 

전문가자문단은지역사회에서십명이상의의사들로구성되어있습니다. 감염내과, 소아과, 

응급의학과및내과전문의뿐만아니라고등교육을 받은의사및공립학교출신의사도포함됩니다. 

자문단은집단모임의경감및방지전략에관한권고사항과지침을작성하고있습니다. 

 

오스틴시시설폐쇄/텍사스주보류서류 

많은오스틴시의시설들이운영상태를변경했거나폐쇄되었습니다 (PDF). 

이목록은다른시설들이문을닫거나다시열때갱신될것입니다. 
 

텍사스주지사는,  텍사스인을돕는텍사스인: 텍사스주개방에대한주지사보고서를 출판했고, 

코로나-19 의충격을완화하기위해수많은보류서류를발행했습니다.  주지사사무실에서는현재 

진행 중인건물보류에관한주자원과정보목록을 제공합니다. 

많은오스틴시의시설들이운영상태를변경했거나폐쇄되었습니다 (PDF). 

이목록은다른시설들이문을닫거나다시열때갱신될것입니다. 
 

 

통제명령과비상규칙 

코로나-

19 의확산속도를늦추고충격을줄이기위한특정조치를의무화하는다수의통제명령과비상규칙이도

입되었습니다.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City%20of%20Austin%20Facilities_0601.pdf
https://gov.texas.gov/uploads/files/organization/opentexas/OpenTexas-Report.pdf
https://gov.texas.gov/coronavirus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City%20of%20Austin%20Facilities_0601.pdf


 

현행 명령들 

 학교 교정내 대면 교육 관리 조치 명령 - 2020 년 7 월 14 일 

보건 당국 규칙 법령 20200709-003호- 2020 년 7 월 14 일 

집에 머물기, 마스크 및 기타 안전하게 지내기 - 2020 년 7 월 2 일 

집에 머물기, 마스크 및 기타 안전하게 지내기 - 2020 년 6 월 26 일 

2020 년 6 월 26 일 금요일로 예정되었던 코로나-19 대시보드 소프트웨어 갱신.- 2020 년 6 월 

25 일 

개인 모임에 대한 명령(트래비스 카운티 지역)- 2020 년 6 월 25 일 

집에 머물기, 마스크 및 기타 안전하게 지내기 (오스틴) - 2020 년 6 월 22 일 

상업 단체들을 위한 의무적인 보건 및 안전 정책(트래비스 카운티 지역) - 2020 년 6 월 18 일 

기업 직원 및 고객을 위한 의무적인 보건 및 안전 정책(오스틴) - 2020 년 6 월 17 일 

코로나-19 예방 지침 및 명령(집에 머물기, 생명 살리기), (오스틴) - 2020 년 6 월 15 일 

코로나-19 예방 지침 및 명령 2020-11 (트래비스 카운티 지역) - 2020 년 6 월 15 일 

퇴거통지연장관련명령 (트래비스카운티지역) - 2020 년 6 월 11 일 

 

집에머물기 –안전근무명령 (오스틴) - 2020 년 5 월 29 일 

 

집에머물기 –안전근무명령 (트래비스카운티지역)- 2020 년 5 월 8 일 

 

퇴거통지연장관련명령 (오스틴) - 2020 년 5 월 7 일 

 

퇴거통지연장관련명령 (트래비스카운티지역) - 2020 년 5 월 7 일 

Abbot t 주지사가특정기업및활동의개방확대를위한행정명령을내렸습니다. - 2020 년 5 월 5 일 

 

장기요양시설및/또는요양시설의취약계층관리방안갱신명령 - 2020 년 4 월 20 일 

 

집에머물기 -안전근무명령 (오스틴) - 2020 년 4 월 13 일 

 

집에머물기 -안전근무명령 (트래비스카운티지역) - 2020 년 4 월 13 일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Health/20202.7.14%20Signed%20Health%20Authority%20Order_Schools_Final.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Health/2020.7.14%20Signed%20Notice%20of%20Emergency%20Rules%20and%20Final%20Health%20Authority%20Ru....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Health/Order-No-20200702-017.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Health/Order%20No.%2020200626-016-StayHome-Mask-Otherwise-Be-Safe.pdf
http://www.austintexas.gov/news/covid-19-dashboard-software-update-scheduled-friday-june-26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Travis%20County%20Outdoor%20Gatherings%20100%20and%2010%20people%20Order%202020.06.26.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Health/Order%20No.%2020200622-015.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County%20Supplemental%20Order%202020.06.18.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Mayor's%20Business%20Masks%20Order%206-17-20.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Health/Order-No-20200615-013.pdf
https://traviscountytx.gov/images/docs/200314-gathering-order.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Eviction%20Order%202020.06.11.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Order%20No.%2020200529-012%20Stay%20Home-Work%20Safe.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TC%20Stay%20Home-Work%20Safe%20Order%202020.05.08.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Order%2020200507-010.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Corrected%20TC%20Eviction%20Order%202020.05.08.pdf
https://gov.texas.gov/news/post/governor-abbott-issues-executive-order-to-expand-openings-of-certain-businesses-and-activities


 

집단모임및중요기본 시설관리명령(오스틴)  - 2020 년 3 월 21 일 

 

집단모임및중요기본 시설관리명령 (트래비스카운티지역)  - 2020 년 3 월 21 일 

술집, 음식점, 모임관리명령 (오스틴)  - 2020 년 3 월 20 일 

 

최근뉴스들   

2020 년 7 월 16 일 오스틴 공중 보건 기구의 공공 검사 양식에 더 많은 언어 추가  

2020 년 7 월 15 일 가상 토론회: 코로나-19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역사회 

2020 년 7 월 14 일 지방 보건 당국의 비상 규칙 및 명령 발령 

2020 년 7 월 14 일 오스틴 공중 보건 기구의 공공 및 민간 코로나-19 검사 장소 지도 출시 

2020 년 7 월 10 일 오스틴 공중 보건 기구가 맥박 산소계 1,000 개를 지역 사회에 분배 

2020 년 7 월 9 일, 오스틴-트래비스 카운티 지역 라틴계 파업 팀이 코로나-19 보건 공정 실천 

계획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응 탐색 

2020 년 7 월 7 일 오스틴 공중 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인근 지역 검사 장소로 확대 

2020 년 7 월 7 일 새 병원 입원 정보 수정 

2020 년 7 월 6 일 배스트롭 코로나-19 검사 장소가 오스틴 공중 보건 기구 온라인 사이트에 

추가 

2020 년 7 월 3 일 주지사의 새 시행 지침에 따라 오스틴-트래비스 카운티 지역 명령 강화 

2020 년 7 월 2 일 오스틴 시가 코로나-19 사례 증가를 고려하여 도시 부서별 운영 수정 

2020 년 7 월 1 일, 오스틴-트래비스 카운티 지역에 긴급 경보 발령 

2020 년 7 월 1 일 Austin y el Condado de Travis Enviarán una Alerta de Emergencia 

2020 년 7 월 1 일 오스틴 공중 보건 기구 및 지역 사회 보호 기구가 유 보험자들에게 다른 검사 

선택 사항을 찾아 보라고 지시 

2020 년 6 월 30 일 오스틴 공중 보건 기구의 위험 기반 지침 도표 개정 

2020 년 6 월 30 일 오스틴-트래비스 카운티 지역 연락처 추적 기능에 코로나-19 의 광범위한 

http://www.austintexas.gov/news/more-languages-added-austin-public-healths-public-testing-enrollment-form
http://www.austintexas.gov/news/virtual-forum-covid-19-and-african-american-community
http://www.austintexas.gov/news/local-health-authority-issues-emergency-rules-and-orders
http://www.austintexas.gov/news/austin-public-health-launches-map-public-private-covid-19-testing-locations
http://www.austintexas.gov/news/austin-public-health-distribute-1000-pulse-oximeters-community
http://www.austintexas.gov/news/austin-travis-county-latinx-strike-team-seeks-community-feedback-covid-19-health-equity-action-plan
http://www.austintexas.gov/news/austin-travis-county-latinx-strike-team-seeks-community-feedback-covid-19-health-equity-action-plan
http://www.austintexas.gov/news/austin-public-health-expands-covid-19-testing-neighborhood-testing-sites
http://www.austintexas.gov/news/adjustments-made-new-hospital-admission-data
http://www.austintexas.gov/news/bastrop-covid-19-testing-site-added-austin-public-healths-online-portal
http://www.austintexas.gov/news/bastrop-covid-19-testing-site-added-austin-public-healths-online-portal
http://www.austintexas.gov/news/austin-travis-county-orders-bolstered-governors-new-enforcement-guideline
http://www.austintexas.gov/news/city-austin-modify-city-departmental-operations-light-increases-covid-19-cases
http://www.austintexas.gov/news/austin-travis-county-send-emergency-alert
http://www.austintexas.gov/news/austin-y-el-condado-de-travis-enviaran-una-alerta-de-emergencia
http://www.austintexas.gov/news/austin-public-health-and-communitycare-direct-people-insurance-look-other-testing-options
http://www.austintexas.gov/news/austin-public-health-and-communitycare-direct-people-insurance-look-other-testing-options
http://www.austintexas.gov/news/austin-public-healths-risk-based-guidelines-chart-revised
http://www.austintexas.gov/news/austin-travis-county-contact-tracing-abilities-impeded-widespread-transmission-covid-19


전파로 인해 장애  발생 

2020 년 6 월 26 일 개정된 오스틴-트래비스 카운티 지역 명령은 100 명 이상의 외부 모임 금지 

2020 년 6 월 25 일 요양원 검사 결과, 감염 발생이 알려지지 않은 시설에서 거주자와 직원 모두 

낮은 양성 반응 비율을 보였음 

2020 년 6 월 25 일 6 월 26 일 금요일로 예정된 코로나-19 대시보드 소프트웨어 갱신 

2020 년 6 월 23 일 코로나-19 건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오스틴-트래비스 카운티 지역에서 

얼굴 가리개 착용 요구 및 주의 촉구 

2020 년 6 월 17 일  2020 년 6 월 18 일 목요일로 예정된 코로나-19 대시보드 소프트웨어 갱신  

2020 년 6 월 15 일 오스틴-트래비스 카운티 지역이 4 단계에 진입 

2020 년 6 월 15 일 가상 라틴계 지역사회 토론회: 함께 코로나-19 를 이겨냅시다 - 2020 년 6 월 

11 일 

가상 라틴계 지역사회 토론회: 함께 코로나-19 에 대항합시다. - 2020 년 6 월 11 일 

 

대규모 모임의 참가자들은 무료 코로나-19 검사에 등록하도록 권장됩니다. - 2020 년 6 월 5 일 

 

오스틴 공중 보건 기구는 회복 사례가 결정되는 방식을 변경합니다. - 2020 년 6 월 4 일 

 

코로나-19 가 취약한 집단에 미치는 충격을 다루기 위해 계획된 방안들 - 2020 년 6 월 2 일 

 

오스틴 공중 보건 기구는 단계 대시보드를 위한 새로운 주요 지표를 제시합니다. - 2020 년 5 월 

29 일 

 

오스틴시는 "집에 머물기-안전 근무" 명령을 연장하고 주지사의 추가 재개방 예외 사항들을 

추가했습니다. - 2020 년 5 월 29 일 

 

여러 오스틴시 부서가 한정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 2020 년 5 월 29 일 

 

지방 도시, 카운티 지역 및 보건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지역 경제를 재개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합니다. - 2020 년 5 월 28 일 

 

오스틴 공중 보건 기구는 텍사스주 중부 지역에 코로나-19 검사가 확대되는 것을돕습니다. - 

2020 년 5 월 20 일 

http://www.austintexas.gov/news/austin-travis-county-contact-tracing-abilities-impeded-widespread-transmission-covid-19
http://www.austintexas.gov/news/revised-austin-travis-county-orders-prohibit-outdoor-gatherings-more-100-people
http://www.austintexas.gov/news/nursing-home-testing-shows-low-positivity-rate-both-residents-and-staff-facilities-no-known-outbreak
http://www.austintexas.gov/news/nursing-home-testing-shows-low-positivity-rate-both-residents-and-staff-facilities-no-known-outbreak
http://www.austintexas.gov/news/covid-19-dashboard-software-update-scheduled-friday-june-26
http://www.austintexas.gov/news/austin-travis-county-urges-caution-requirement-face-coverings-number-covid-19-cases-continue-rise
http://www.austintexas.gov/news/austin-travis-county-urges-caution-requirement-face-coverings-number-covid-19-cases-continue-rise
http://www.austintexas.gov/news/austin-travis-county-enters-stage-4
http://austintexas.gov/news/virtual-latinx-community-forum-together-against-covid-19
http://austintexas.gov/news/virtual-latinx-community-forum-together-against-covid-19
http://austintexas.gov/news/participants-large-gatherings-encouraged-sign-free-covid-19-test
http://www.austintexas.gov/news/austin-public-health-makes-changes-how-recovered-cases-are-determined
http://www.austintexas.gov/news/measures-planned-address-impact-covid-19-vulnerable-populations
http://www.austintexas.gov/news/austin-public-health-rolls-out-new-key-indicators-staging-dashboard
http://www.austintexas.gov/news/city-austin-extends-stay-home-work-safe-order-adding-governors-additional-reopenings-exceptions
http://www.austintexas.gov/news/city-austin-extends-stay-home-work-safe-order-adding-governors-additional-reopenings-exceptions
http://www.austintexas.gov/news/several-city-austin-departments-resume-modified-operations
http://www.austintexas.gov/news/local-city-county-and-health-officials-announce-guidelines-reopen-local-economy-amid-covid-19-pandemic
http://www.austintexas.gov/news/local-city-county-and-health-officials-announce-guidelines-reopen-local-economy-amid-covid-19-pandemic
http://www.austintexas.gov/news/austin-public-health-helps-expand-covid-19-testing-central-texas


 

오스틴 공중 보건 기구는 코로나-19 사례 추적 대시보드를 갱신하여 개선합니다. - 2020 년 

5 월 16 일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지역사회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새로운 위험-기반 

지침 - 2020 년 5 월 13 일 

 

오스틴-트래비스 카운티 지역의 지도자들은 지역 사회가 코로나-19 에 대항하여 계속 싸울 

것을 촉구합니다. - 2020 년 5 월 8 일 

 

당신과당신의가족을위한정보 

증상및검사 

이제무료공공코로나-19 검사를받을수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있으세요? 

 

추가 정보는 증상, 검사 및 관리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얼굴가리개  

 

코로나-19 바이러스를가진사람들중상당수는증상이없습니다. 

감염자는증상이발현되기전에다른사람에게바이러스를전염시킬수있기때문에, 

집이나거주지밖에서코와입을가리면코로나-19 의확산을막는데도움이됩니다. 

이는질병통제및예방센터(CDC)와오스틴-

트래비스카운티지역보건당국의조사결과와일치합니다.  

얼굴가리개를착용하는것이 

1.8 미터의사회적거리를유지하는것과손씻기를대체할수있는것은아닙니다. 

이수칙들은바이러스의확산을늦추기위한중요한수칙이기때문입니다.의료등급 (N95) 

마스크와수술용마스크는오직전문의와응급처치자만이보유하고사용할수있습니다. 

얼굴가리개에관한인쇄가능한전단은영어(PDF),스페인어(PDF), 중국어간체(PDF), 

중국어번체(PDF),베트남어(PDF),한국어(PDF), 버마어(PDF), 

아랍어(PDF)로이용가능합니다. 

요구사항 

 

10 세이상의모든사람들은다음과같은경우, 집에서만든마스크, 

스카프,두건또는손수건과같은얼굴가리개를코와입위에착용해야합니다. 

http://www.austintexas.gov/news/austin-public-health-improve-covid-19-case-tracker-dashboard-updates
http://austintexas.gov/news/new-risk-based-guidelines-help-community-stay-safe-during-covid-19-pandemic
http://austintexas.gov/news/new-risk-based-guidelines-help-community-stay-safe-during-covid-19-pandemic
http://www.austintexas.gov/news/austin-travis-county-leaders-urge-community-continue-fight-against-covid-19
http://www.austintexas.gov/news/austin-travis-county-leaders-urge-community-continue-fight-against-covid-19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if-you-are-sick


 

• 일반대중에게공개된건물에출입할경우또는건물내부에서 

• 대중교통, 택시이용또는차량공유시 

• 주유시 

• 야외에서그리고집밖에서개인과개인간에 1.8 미터이상의사회적거리를일관되게유지할

수없을경우 

다음과같은경우얼굴가리개가없어도괜찮습니다. 

 

• 개인차량에탑승한경우 

• 분리된공간에서혼자있는경우 

• 집또는거주지에본인가족의다른구성원만있는경우 

• 얼굴가리개를착용하면호흡불편,  의식불명, 

정상적인생활불가능등의문제가있거나혼자서는가리개를벗을수없는경우처럼,정신및

신체적건강과안전및보안에큰문제가생기는경우 

• 음식을먹을때 

10 세미만아동의부모및보호자는집밖에서상황에맞게아동에게마스크를착용시킬책임이있습니

다. 

 

조언들 

천으로된얼굴가리개는다음사항을충족해야합니다. 

 

• 편안하면서도얼굴옆면에꼭맞도록착용해야합니다 

• 끈이나귀걸이로고정되어야합니다 

• 여러층으로된천이있어야합니다 

• 호흡시제약이없어야합니다 

• 손상이나형태변화없이세탁및건조기사용이가능해야합니다 

 

얼굴가리개만드는법 

다음은마스크를만드는세가지방법입니다. 

 

티셔츠를잘라바느질없이빠르게만드는얼굴가리개 

 

준비재료: 티셔츠, 가위 

 



 
 

 

두건을이용한바느질이필요없는얼굴가리개 

 

준비재료: 두건(또는정사각형천), 커피필터, 고무줄 (또는머리끈), 가위 

 
 

 

 

 

 

 

 

 

 

바느질로만드는얼굴가리개 

 

준비재료: 가로약 25 센티미터, 세로약 15 센티미터크기의면직물두장, 

약 15 센티미터길이의고무줄 (또는고무밴드, 끈, 천조각, 머리끈) 두개, 바늘과실 

(또는머리핀), 가위, 재봉틀 

 

7-8 인치->약 18~20 센티미터 

6-7 인치->약 15~18 센티미터 

잘라내기 

매듭끈자르기 

끈을목과머

리위쪽에둘

러묶으세요. 

커피필터자르기 

접은두건중앙에필터를접어서놓습

니다. 

고무줄이나머리끈을약 15 센티미터간격

으로놓습니다. 

양옆을가운데로접어집어넣으세요. 

윗부분을아래로접습니다. 아랫부분을위로접습니다. 



 
  

 

 
 

 

자주묻는질문들 

Q: 천으로된얼굴가리개를왜착용해야합니까? 언제착용해야하는건가요? 

 

A: 코로나-19 바이러스를가진사람들중상당수는증상이없습니다. 

감염자는증상이발현되기전에다른사람에게바이러스를전염시킬수있기때문에, 

집이나거주지밖에서코와입을가리면코로나-19 의확산을막는데도움이됩니다. 

이는질병통제및예방센터(CDC)와오스틴-

트래비스카운티지역보건당국의조사결과와일치합니다.  

 

10 세이상의모든사람들은다음과같은경우, 집에서만든마스크, 스카프, 

두건또는손수건과같은얼굴가리개를코와입위에착용해야합니다. 

 

• 일반대중에게공개된건물에출입할경우또는건물내부에서 

• 대중교통, 택시이용또는차량공유시 

• 주유시 

• 야외에서그리고집밖에서개인과개인간에 1.8 미터이상의사회적거리를일관되게유지할

수없을경우 

6 인치 ->약 15 센티미터 

10 인치 ->약 25 센티미터 

1/4 인치-> 

약 0.75 센티미터 

접기 

접기 

접기 

1/4 인치-> 

약 0.75 센티미터 

꿰매기 꿰매기 

꿰매기 

꿰매기 

접기 

접기 

1/2 인치->약 1.5 센티미터 1/2 인치->약 

1.5 센티미터 

실을안으로넣어 

매듭짓기 

매듭을집어넣고 

꿰매기 

꿰매기 



•  

10 세미만아동의부모및보호자는집밖에서상황에맞게아동에게마스크를착용시킬책임이있습니

다. 

 

Q: 천으로된얼굴가리개는누가착용해야하나요? 

 

A: 2 세미만의어린아이, 호흡불편, 의식불명, 

정상적인생활불가능등의문제가있거나혼자서는가리개를벗을수없는사람은천으로된얼굴가리

개를착용하면안됩니다. 

 

Q: 천으로된얼굴가리개를하고있어도사람들과최소한 1.8 미터이상떨어져있어야하나요? 

A: 네. 천으로된얼굴가리개를착용하는것은코로나-

19 의확산을줄이기위해취해야할추가적인공중보건조치입니다. 

여러분은여전히집밖에서다른사람들과최소한 1.8 미터거리(물리적거리)를둬야하고, 

자주손씻기와다른일상적인예방조치를생활화해야합니다.  

천으로된얼굴가리개는착용자를보호하기위한것이아니라다른사람에게바이러스가퍼지는것을

막을수있는조치입니다. 

 

Q: 어떤종류의천으로된얼굴가리개를착용해야합니까? 

 

A: 천으로된얼굴가리개는집에있는물건으로만들수있으며, 또한두건, 키친타올, 헌티셔츠, 

스카프와같은평범한재료들로집에서도저렴하게만들수있습니다. 수술용마스크와 N95 

마스크는공급이부족하기때문에의료종사자또는기타의료응급처치자를위해비축해야합니다. 

Q: 천으로된얼굴가리개를정기적으로물세탁또는다른방법으로세척해야합니까? 

A: 네. 사용빈도에따라정기적으로세탁해야합니다. 

 

Q: 천으로된얼굴가리개를안전하게살균및세탁하는방법은무엇입니까? 

 

A: 세탁기로얼굴가리개를제대로세척하면충분합니다. 

마스크오염제거및재사용에대한자세한내용은 CDC 의지침을따르세요.  

 

Q: 천으로된얼굴가리개를사용한후안전하게벗는방법은무엇입니까? 

 

A: 얼굴가리개를벗을때는눈, 코, 입을만지지않도록주의하고, 

벗은뒤에는바로손을씻어야합니다. 

 



Q: 얼굴가리개가없으면어떻게하나요? 

  

A: "얼굴가리개만드는방법" 

부분에얼굴가리개를직접만드는데도움이되는방법이단계별로설명되어있습니다. 

 

Q: 얼굴가리개를착용하지않고공공장소에가면어떻게되나요? 

 

A: 저희는우리지역사회구성원모두에게자발적인준수를요청하고있습니다. 

필수적인외부활동을할때는얼굴가리개를꼭착용해야합니다. 

필요한경우이명령은오스틴경찰서에의해집행됩니다. 

 

Q: 얼굴가리개를착용하지않은사람을어떻게신고하나요? 

A: 

이명령은개개인의책임과필수적인활동을수행하는동안얼굴가리개를착용하려는지역사회의노

력으로가장잘지켜질수있습니다. 

먼저본명령을준수하도록교육하고지원하기위해노력할것입니다. 

얼굴가리개명령을어긴사람을신고하려면 311 번으로전화를걸거나보고서를제출하세요. 

필요한경우, 오스틴경찰서에서이명령을집행할것이며소환장이발행될수있습니다. 

이명령을어기면 1,000 달러이하의벌금이나 

180 일이하의징역에처할수있는경범죄가성립됩니다. 

 

Q: 마스크를쓰지않으면경찰이저를저지할수있나요?  

 

A: 저희는얼굴가리개명령을준수하려는지역사회의노력을신뢰하고있습니다. 

오스틴경찰서는지역사회가필수적인활동을수행하는동안얼굴가리개를착용하도록요청할예정

입니다. 

 

아동보육과학교 

코로나-19 기간 동안 부모/보호자를 위한 보육 및 여름 캠프 지침 

오스틴 공중 보건 기구(APH)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줄이고 아동 보육 직원, 어린이 및 

가족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모 및 보호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다음과 같은 언어로 인쇄 가능한 PDF 전단지로 제공됩니다. 

영어(PDF), 스페인어(PDF), 중국어 간체 (PDF), 중국어 번체 (PDF), 베트남어(PDF), 

한국어(PDF), 버마어(PDF), 우르두어 (PDF), 아랍어(PDF). 

Q: 이것이 아동 보육 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필수적이지 않은 근로자를 위해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Health/Childcare%20and%20Summer%20Camp%20Guidance%20for%20Parents_Guardians%20V2.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Health/Childcare%20and%20Summer%20Camp%20Guidance%20for%20Parents_Guardians%20V2%20Spanish.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Health/164320_Childcare%20and%20Summer%20Camp%20Guidance%20for%20Parents_Guardians%20V2_Simplified%20Chinese.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Health/164320_Childcare%20and%20Summer%20Camp%20Guidance%20for%20Parents_Guardians%20V2_Traditional%20Chinese.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Health/164320_Childcare%20and%20Summer%20Camp%20Guidance%20for%20Parents_Guardians%20V2_Vietnamese.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Health/Childcare%20and%20Summer%20Camp%20Guidance%20for%20Parents_Guardians%20V2__Korean.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Health/Childcare%20and%20Summer%20Camp%20Guidance%20for%20Parents_Guardians%20V2_Burmese.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Health/Childcare%20and%20Summer%20Camp%20Guidance%20for%20Parents_Guardians%20V2_Urdu.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Health/Childcare%20and%20Summer%20Camp%20Guidance%20for%20Parents_Guardians%20V2_AR.pdf


아동 보육 시설을 여는 것이 허용되나요? 아동 및/또는 교사 수에 제한이 있습니까? 

Workforce Solutions Capital Area 는 필수 근로자를 위한 보육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보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기자 명단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512.549.4967 번, Workforce Solutions 로 전화하셔서 선택 사항 5 를 

선택하거나 ccsaustin@wfscapitalarea.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보육 시설은 이제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다시 문을 열었고, 텍사스 노동 위원회는 2020 년 

6 월 1 일부터 자녀들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도록 재정 지원을 받는 부모들의 요건을 

원상태로 복구할 것입니다. 부모가 계속해서 이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비용은 사례별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학교가폐쇄됐나요? 

 

A: 원거리학습이가능한교육기관은'집에머물기-

안전근무하기명령'에따라필수적인사업으로간주됩니다. 

학교에대한자세한내용은지역웹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유치원-고등학교학군지역 종합대학/전문대학 

• 오스틴 ISD  

• 에아니스 ISD  

• 레이크트래비스 ISD  

• 라고비스타 ISD  

• 린더 ISD  

• 델발레 ISD  

• 마너 ISD  

• 플루거빌 ISD  

• 엘긴 ISD  

• 쿠프랜드 ISD  

• 라운드록 ISD  

• 마블팔스 ISD  

• 존슨시티 ISD  

• 드리핑스프링스 ISD  

• 헤이스컨설리데이티드 ISD 

• 텍사스대학  

• 세인트에드워즈대대학 

• 휴스턴-틸롯슨대학  

• 콘코디아대대학 

• 오스틴지전문대학지 

 

 

 

http://www.wfscapitalarea.com/General-Forms/applications
mailto:ccsaustin@wfscapitalarea.com
https://www.austinisd.org/student-health/coronavirus
https://www.eanesisd.net/coronavirus
https://www.ltisdschools.org/Page/3868
http://www.lagovistaisd.net/page/schoolnurse-Home
http://support.leanderisd.org/support/covid-19/
https://www.dvisd.net/coronavirus/
https://www.manorisd.net/Page/5291
http://www.pfisd.net/site/Default.aspx?PageID=7656
https://www.elginisd.net/site/default.aspx?PageType=3&DomainID=4&ModuleInstanceID=86&ViewID=6446EE88-D30C-497E-9316-3F8874B3E108&RenderLoc=0&FlexDataID=5439&PageID=1
https://www.couplandisd.org/
https://roundrockisd.org/coronavirus/
https://www.marblefallsisd.org/site/default.aspx?PageType=3&ModuleInstanceID=203&ViewID=ed695a1c-ef13-4546-b4eb-4fefcdd4f389&RenderLoc=0&FlexDataID=9089&PageID=1&Comments=true
https://www.jc.txed.net/
https://www.dsisdtx.us/
https://www.hayscisd.net/
https://www.utexas.edu/
https://htu.edu/
https://www.concordia.edu/
https://www.austincc.edu/


추가자원들 

 

• 오스틴시 - "집에머물기명령정보" 

• 질병통제및예방센터(CDC) –여러분의가족을지키세요 

• CDC - 아이들과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2019 (코로나-19)  

• CDC - 학교, 직장및지역사회위치 

• CDC –아이들과코로나-19 에관해이야기하기 

• CDC –고등교육기관을위한안내 

예방방법  

Q: 만약아프다면독감이나코로나-

19 와같은질병의확산을막는데도움이되는방법은무엇인가요? 

A:오스틴공중보건기구는아픈사람에게서다른사람에게바이러스가전파되는것을막기위한지침

을만들었습니다. 

 

• 의료진료를받을때를제외하고는집에머무세요. 

• 의사를방문하기전에미리전화하세요. 

• 자신의증상을관찰하세요. 

• 집에있는다른사람및동물과자신을격리하세요. 

• 개인용품을공유하지마세요. 

• 기침과재채기를할때는얼굴을가리세요. 

• 손을자주씻으세요. 

• 접촉이많은표면을매일청소하세요. 

•  

코로나-19 양성환자는 2 차전염위험이낮다고판단될때까지자가격리예방조치를따라야합니다.  

 

Q: 어떻게자신을보호할수있나요? 

 

A: 다음단계에따라자신을보호할수있습니다. 

 

• 아픈사람들과가까이접촉하지마세요. 

• 씻지않은손으로눈, 코, 입을만지지않도록하세요. 

• 비누와물로최소 20 초동안손을자주씻으세요. 비누와물을사용할수없는경우알코올이 

60% 이상함유된손소독제를사용합니다. 

 

http://www.austintexas.gov/article/stay-home-work-safe-order-information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aily-life-coping/index.html?CDC_AA_refVal=https%3A%2F%2Fwww.cdc.gov%2Fcoronavirus%2F2019-ncov%2Fprepare%2Fprotect-family.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aily-life-coping/children.html?CDC_AA_refVal=https%3A%2F%2Fwww.cdc.gov%2Fcoronavirus%2F2019-ncov%2Fprepare%2Fchildren.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index.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aily-life-coping/talking-with-children.html?CDC_AA_refVal=https%3A%2F%2Fwww.cdc.gov%2Fcoronavirus%2F2019-ncov%2Fcommunity%2Fschools-childcare%2Ftalking-with-children.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colleges-universities/index.html


Q: 코로나-19 에 감염된 사람과 함께 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는 가구 내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취약한 사람에는 65 세 이상인  

자 및 연령에 관계없이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들은 코로나-

19 로 인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습니다. 

귀하의 가구에 취약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모든 가구원들은 자신들이 더 높은 

위험에 처한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아픈 가구원을 격리합니다. 

• 아무리 증상을 보인다고 해도, 가구 구성원,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격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스틴-트래비스 카운티 지역 주민은 격리할 곳이 필요한 경우 

311 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 가능하면 아픈 사람에게 침실과 화장실을 따로 제공하세요. 침실과 화장실을 따로 

제공할 수 없다면, 가능한 한 다른 가구 구성원과 격리하세요. 고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을 아픈 사람과 격리하세요. 

• 가능한 경우, 가구에서 한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돌보게 합니다. 이 간병인은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가구의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아픈 사람과 침실을 같이 써야 하는 경우, 열린 창문이나 선풍기로 방에 환기가 잘  

되도록 합니다. 

• 가능한 한 침대 사이에 최소 1.8 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합니다. 

• 물리적 칸막이(예: 샤워 커튼, 침실 차단 칸막이, 대형 벽보 판지, 이불 또는 대형 침대 

칸막이)를 배치하여 환자의 침대를 격리합니다. 

• 아픈 사람과 화장실을 함께 써야 하는 경우, 화장실에서 자주 만지는 표면을 아픈 

사람이 매번 사용 후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이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청소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o 화장실을 사용하기 전에 외부 문과 창문을 열고, 환풍기를 사용하여 해당 

공간의 공기 순환을 증가시킵니다. 

o 가능한 한 오래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세척 및 소독을 하거나 화장실을 

사용합니다. 

 

Q: 사회적거리란무엇인가요? 

 

A:오스틴시는사회적거리를사람사이의최소 1.8 미터이상거리를일시적이고순간적으로지나가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f-you-are-sick/care-for-someone.html


는경우외에계속유지하고통제하는것으로정의하며,이는손을가능한한자주비누와물로최소 20

초동안씻거나손소독제를사용하거나기침이나재채기를 (손이아닌옷깃또는팔꿈치로) 

막거나접촉이많은표면을정기적으로청소하고서로손을만지지않은것을포함합니다. 

 

질병통제및예방센터는사회적거리를인플루엔자대유행을막기위한전략으로정의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는사회적고립이아닙니다. 물리적거리두기는코로나-19 

확산을방지하는데중요한요소입니다. 

 

Q: 사회적거리두기를어떻게실천하나요? 

 

• 공공장소나불필요한친목모임을피하세요 

• 포옹, 악수, 키스같은신체접촉을피하세요 

• 많은사람들또는군중을피하세요 

• 가능하다면집에서일하세요 

• 불필요한대중교통이용을피하세요 

• 최소 1.8 미터이상거리를유지합니다 

 

3 월 24 일, 오스틴시장은집에머물기-

안전근무명령을통과시켜오스틴시의필요인력들을집에머물도록했습니다. 

이것은의무적인제재가아니며, 필수적인활동과일은계속허용됩니다. 

집밖으로외출하는사람들은확진자가더이상나오지않도록사회적거리두기를실천할것을권장합

니다. 

 

Q: 왜사회적거리두기가필요한가요? 

 

A: CDC 에따르면, 바이러스는다음과같은상황에서사람간에전염될수있습니다. 

 

• 사람들이서로밀접하게접촉하고있는경우(약 1.8 미터이내) 

• 감염자가기침하거나재채기를할때나오는공기중에있는작은물방울들을통해서전파됩니

다. 

이작은물방울들은근처에있는사람의입이나코로떨어지거나폐로흡입될가능성이있습니

다.  

 

전염성질병인코로나-

19 는누군가가기침을하면호흡할때공기를통해몸안으로들어올수있기때문에,이기간동안사회



적으로거리를두는것이중요합니다. 이바이러스는오염된표면을통해서도퍼질수있습니다. 

 

Q: 사회적거리두기를실천하면서우리가할수있는활동은무엇인가요? 

 

A: 애완견을산책시키거나, 약을찾거나또는식료품을사러집을나서거나, 

달리기하러나가거나, 의사를방문하거나, 

직장(필수기업으로지정된경우)에출퇴근하는등필수적인일상활동을계속할수있습니다. 

 

만약밖에나간다면,다른사람과최소 1.8 미터이상떨어져있어야한다는것을기억하세요. 

사람들과함께뛰거나걷는것은사회적거리두기에해당하지않습니다. 

 

코로나-19 에관한사실들 

Q: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무엇인가요? 

 

A: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기존에발견되지않은새로운코로나바이러스입니다.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는사람들사이에일반적으로전파되고가벼운질병을일으키는감기같은코로나바이러스

와는다릅니다. 

 

Q: 오스틴에있으면코로나-19 때문에위험한가요? 
 

A: 텍사스에서코로나-

19 가일반대중에게미치는전반적인위험은미국내사람간전파의증거가늘어나면서현재상승하고

있습니다. 

오스틴공중보건기구로오스틴-트래비스카운티지역에서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2019(코로나-

19) 양성사례가여러건접수됐습니다. 

갱신된확진자사례수최신정보는홈페이지의대시보드를참조하세요. 

텍사스주의확인된환자수에대한최신정보는텍사스 DSHS 를방문하세요. 

 

Q: 코로나-19 바이러스는어떻게퍼집니까? 

 

A: 이바이러스는주로서로밀접하게접촉하는사람(약 

1.8 미터이내)들사이에서사람간에전파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 

공기로전파되지는않지만감염된사람이기침이나재채기를할때생성되는호흡기의작은물방울들

을통해전파되는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이작은물방울들은근처에있는사람의입이나코로떨어지거나폐로흡입될가능성이있습니다. 

사람간의전파란바이러스에감염된사람이그의지인들(즉, 배우자, 룸메이트, 



자녀)과접촉했다는것을의미합니다.   

오스틴/트래비스카운티지역에는사람간전파의증거가있습니다. 

 

Q: 지역사회전파란무엇입니까? 

A: 지역사회전파란어떻게, 

어디서감염됐는지잘모르는사람들을포함하여사람들이한지역내에서바이러스에감염되었다는

것을의미합니다.  



증상, 관리 및 검사 

검사 

오스틴 공중 보건 기구(APH) 등록 양식을 사용하면 누구나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온라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APH 를 통한 등록, 추천 및 검사는 무료이며, 귀하의 이민관련 상태에 

대한 질문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의사 진료실이나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셔서 검사 의뢰 및 개인 선택 사항을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APH 제휴 지역사회 

보호 기구를 통한 무료 검사 서비스가 있습니다. 

온라인 평가를 한다고 해서 검사 장소로의 추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APH 를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방법에는 다음 네 가지가 있습니다. 

• 드라이브 스루 검사 

• 인근 지역 검사 

• 임시 운영 검사 

• 가정용 검사 (아직 시범 단계) 

 

 

자가-평가 실시 

오스틴 지역 코로나-19 검사 장소 지도 보기 

검사 위치 정보는 독립 검사 공급자에 의해 제공됩니다. 오스틴 시는 보고된 검사 장소의 

정확성을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오스틴 시는 제공된 의료 또는 검사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검사 장소 위치를 지도에 추가하려는 검사 제공 업체의 경우, 이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십시오. 

온라인양식작성방법 

• 먼저 AustinTexas.gov/COVID19 에서개인계정을만들어야합니다. 

• 이양식에는환자의검사적격여부를결정하기위한질문이포함되어있습니다. 

양식을스스로작성할수없는사람을대신하여작성할수도있습니다.귀하의 개인 정보는 

https://covid19.austintexas.gov/s/?language=en_US
https://covid19.austintexas.gov/s/?language=en_US
https://arcg.is/PzPza
https://arcg.is/1Tvaj9
https://arcg.is/1Tvaj9
http://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0


보호됩니다. 이민 관련 상태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 검사적격을받은경우드라이브스루검사장소, 날짜및시간을예약할수있습니다. 

• 환자는당일내에전화, 이메일또는문자메시지로 QR 

코드와검사장안내지침서를받습니다. 

검사시신분증이나검사적격확인서를제시해야합니다. 

• 검사적격기준을충족하지못한환자는언제든지양식을작성하여다시시도할수있습니다(예: 

이후에증상이달라졌을경우). 

 

*온라인 검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간호 직통 전화인 512-972-5560 번으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교환원이 전화로 귀하를 도와 평가를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를 

예약합니다. 

 

검사일정예약과확인된양성사례추적관찰외에도, 

APH 는양성반응을보인주민에게노출설문지를자동으로보내서여행이나교통량이많은지역방문등

바이러스가어떻게확산됐는지에대한세부사항을수집할것입니다. 또한 

APH 직원들은양성사례에대한후속조치를취할것입니다. 

 

이앱은또후속이메일이나문자메시지를보내주민개개인의안녕을확인하여, 

필요할경우의료적도움을적절히받을수있도록할것입니다. 

 

검사 중에 예상되는 사항  

검사 차선에서는 검사자가 귀하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물어 신원을 다시 확인할 것입니다. 

귀하가 받게 될 검사는 비강 면봉 검사라고 불립니다. 이 검사에서는 귀하의 한 쪽 콧구멍에 긴 

면봉이 삽입됩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금방 끝날 것입니다. 

검사 후에 예상되는 사항 

검사가 완료되면, 귀하가 검사장을 나갈 수 있도록 안내받을 것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7~10 일 정도 시간을 예상해 주세요. 이메일을 

통해 알림이 전송되며 covid19.austintexas.gov 에 접속하여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귀하는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것처럼 사회로부터 자신을 격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잠재적으로 귀하가 코로나-19 를 지역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전파하지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symptoms-testing-and-care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symptoms-testing-and-care


않을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 

드라이브 스루 검사는 예약에 의해서만 실시되며, 오스틴 공공 검사 등록 양식을 통해 예약 

가능합니다. 온라인 등록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세요? 오스틴 공중 보건 기구 의료 직통 전화인 

512-972-5560 으로 전화 주십시오. 영어는 1 번, 스페인어는 2 번, 베트남어 및 다른 언어는 

3 번을 누르세요.  직통 전화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8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이며, 토요일은 오전 9 시부터 오후 1 시까지 입니다. 

이 검사 장소에서 개인은 밀폐된 차량을 타고 도착하여 검사를 위해 차량에 계속 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걸어서 오거나, 자전거, 스쿠터, 오토바이 또는 지붕을 접은 컨버터블 승용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면 예약 일정이 변경될 것입니다.  

• 검사 장소 입장 시, 창문을 열지 마세요. 

• 안전을 위해, 검사 현장의 직원들은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할 것입니다.  직원들은 

귀하에게 말을 걸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차선으로 안내하기 위해 표지판을 사용할 

것입니다.  

• 가능한 경우 직접 운전해서 오시고, 예약된 사람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동승자가 검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애완 동물을 데려오지 마십시오. 차량에 애완 동물이 있는 경우, 나중에 다시 오거나 

예약 변경의 요구를 받으실 겁니다. 

• 이 검사 장소는 드라이브 스루 검사장이므로, 검사 과정 중에 차량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 검사장 직원에게 귀하의 신분증 및 가능한 경우 대시보드에 귀하의 확인 이메일을 놓아 

보여줍니다.  신원 확인 후, 검사 직원이 귀하를 검사 차선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 검사 시작부터 완료까지 약 10 분이 소요됩니다.  

 

인근 지역 검사 

이 전단의 인쇄 가능(PDF) 버전은 다음 언어로 제공됩니다.  

English (PDF) | Español | Tiếng Việt | 中文 (简体) | 中文 

(繁體) | 한국어 | العربية | اُُردُو | Burmese.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symptoms-testing-and-care
https://covid19.austintexas.gov/s/?language=en_US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symptoms-testing-and-care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COVID19%20Neighborhood%20Testing%20Flyer%20V3.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COVID19%20Neighborhood%20Testing%20Flyer%20V3_spa.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173820_COVID19%20Neighborhood%20Testing%20Flyer%20V3_Vietnamese.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173820_COVID19%20Neighborhood%20Testing%20Flyer%20V3_Simplified%20Chinese.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173820_COVID19%20Neighborhood%20Testing%20Flyer%20V3_Traditional%20Chinese.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173820_COVID19%20Neighborhood%20Testing%20Flyer%20V3_Traditional%20Chinese.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COVID19%20Neighborhood%20Testing%20Flyer%20V2_KOREAN.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COVID19%20Neighborhood%20Testing%20Flyer%20V2_URDU.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COVID19%20Neighborhood%20Testing%20Flyer%20V2_URDU.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COVID19%20Neighborhood%20Testing%20Flyer%20V2_URDU.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COVID19%20Neighborhood%20Testing%20Flyer%20V2_AR.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COVID19%20Neighborhood%20Testing%20Flyer%20V2_Burmese.pdf


온라인 등록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세요? 오스틴 공중 보건 기구 의료 직통 전화인 512-972-

5560 으로 전화 주십시오. 영어는 1 번, 스페인어는 2 번, 베트남어 및 다른 언어는 3 번을 

누르세요. 직통 전화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8 시부터 오후 6 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9 시부터 오후 1 시까지입니다. 

인근 지역 도보 검사는 온라인 등록 양식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도보 검사는 한정된 인원만 

가능합니다. 

인근 지역 검사에는 차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검사 장소: 

• 기븐즈 디스트릿 공원 

• 남동부 지부 오스틴 공공 도서관 

• 리틀 월넛 크릭 지부 오스틴 공공 도서관 

 

검사 시간:  

• 월요일 오전 9 시 ~ 오후 1 시 

• 수요일 오후 3 시 ~ 오후 7 시 

• 금요일 오전 9 시 ~ 오후 1 시 

 

임시 운영 검사 

오스틴 공중 보건 기구는 토요일마다 오스틴 전역에서 임시 운영 검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스틴 공중 보건 기구의 사교 메체(SNS)를 주시하거나 austintexas.gov/COVID19 를 방문하여 

이번 주 검사가 어디서 운영될지 확인하세요.   

Facebook  |  Twitter  |  Instagram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가정용 검사 

오스틴 공중 보건 기구는 검사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가정용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검사를 예약하려면, 512-972-5560 으로 전화 주세요. 

이 검사는 아직 시범 단계에 있으며, 초기에는 가정용 예약 횟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호 기구 드라이브 스루 및 도보 검사   

https://covid19.austintexas.gov/s/?language=en_US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symptoms-testing-and-care
https://www.facebook.com/austinpublichealth
https://www.instagram.com/austinpublichealth/
https://www.instagram.com/austinpublichealth/
https://www.facebook.com/austinpublichealth
https://www.instagram.com/austinpublichealth/
https://www.instagram.com/austinpublichealth/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symptoms-testing-and-care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symptoms-testing-and-care


APH 제휴 지역 사회 보호 기구는 보험이 없는 사람에게 무료 코로나-19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의사 진료실이나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셔서 검사 추천서 

및 개인 선택 사항을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 이 검사는 지역사회 보호 기구 환자들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주치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금을 청구 받으실 것입니다. 

• 예약이 필요 없으며,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니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이 필요하지만, 신분증이 없는 사람을 돌려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 의료 지원 프로그램(MAP)이 허용됩니다. 

 

각 검사장마다 검사 날짜와 시간이 다르므로, 방문하기 전에 512-978-8775 으로 전화 주세요.   

 

• 핸콕 센터 (월요일 ~ 토요일) 

• 바바라 조던 초등학교 (월요일 및 금요일) 

• 혼즈비 던랍 초등학교 (화요일) 

• 마너 고등학교 (수요일) 

• 남동부 메트로 공원 (목요일) 

 

민간 검사 선택 사항 

오스틴 공중 보건 기구 및 지역사회 보호 기구 검사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주치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보험이나 주치의가 있는 사람들은 주치의 진료소 또는 보험사에 

민간 평가 및 검사 선택 사항을 문의해야 합니다. 검사는 병원, 약국 또는 긴급 치료 센터를 

비롯한 오스틴 주변의 민영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자주묻는질문 

Q: 온라인평가는어떻게시작하나요? 

 

A: 먼저계정을생성하기위해 '자가평가실시'를클릭하십시오. 지시에따라양식을작성하십시오. 

또한이양식을작성한모든사용자는 HIPAA 

지침에따라계정(자녀포함)을생성하기위해본인의이메일주소가있어야합니다.이양식의추후단계

에서는가족계정도만들수있습니다.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symptoms-testing-and-care


Q: 검사적격판정을받으면어떻게되나요? 

 

A: 검사적격판정을받은경우, 등록양식을통해드라이브스루검사장소, 날짜, 

시간을예약할수습니다.QR 코드가적힌확인메일이발송될것입니다. 이 

QR 코드는검사장에서검사수속을위해사용됩니다. 

 

Q: 검사부적격판정을받으면어떻게하나요? 

 

A: 검사적격기준을충족하지못하면언제든지포털을다시방문하여재시도하십시오(예: 

이후에증상이바뀌었을경우). 

 

Q: 검사결과는어떻게받나요? 

 

A: 드라이브스루검사완료후 3~4 일이내에결과를받게됩니다. 양성반응이나온경우, 

지역사회에바이러스추가확산을줄이는방법과추가의료감독이필요한지결정하기위한증상관찰지

침이포함된자동이메일을받습니다. 

 

Q: 컴퓨터를쓸수없다면어떻게하나요? 

 

A: 스스로양식을작성할수없는사람을위해대신양식을작성할수도있습니다. 

컴퓨터나인터넷을통해양식을작성할수없는사람들은 512-972-

5560 으로전화해서도움을받을수있습니다. 

 

Q: 만약교통수단을이용할수없다면어떻게하나요? 

 

A: 현장까지교통편을이용하지못하는분들은 512-972-

5560 으로전화하셔서검사를받을수있는다른방법을문의하세요. 

드라이브스루검사현장에오는환자는반드시차량에탑승해야한다는점을주의하세요. 

만약걸어서오거나, 자전거, 스쿠터, 오토바이를타고검사현장에오면, 

검사일정을다시잡아야합니다. 

 

Q: 신분증(ID)이없으면어떻게하나요? 

 

A: 검사장에서보여줄신분증이없는사람은 QR 코드와검사적격확인이메일을제시하면됩니다. 

 

Q: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있거나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집에서 격리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코로나-19 증상이 있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는 곳이 없거나, 

또는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안전하게 격리할 곳이 없는 경우, 오스틴시에서 설립한 격리 

시설(ISOFAC)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입실 전화인 512-810-7554 번으로 전화하시면 귀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됩니다. 검사를 위해 

오스틴 공중 보건 기구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검사 상태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합니다. 

 

증상 

 

증상및주의가필요한경우 

다음과같은가벼운증상이있는경우오스틴공공검사등록양식을사용하거나, 

주치의에게전화하거나, 원격진료서비스를사용하십시오. 

 

• 발열 

• 기침 

• 두통 

• 콧물 

• 후각/미각상실 

• 인후통과설사 

 

다음과같은증상이심할경우, 9-1-1 로전화하거나응급실로가십시오. 

 

• 호흡곤란 

• 가슴통증 

• 정신착란 

• 약을먹어도내리지않는열 

 

진료정보의인쇄가능한버전은영어(PDF), 스페인어(PDF), 중국어간체(PDF), 중국어번체(PDF), 

베트남어(PDF), 아랍어(PDF), 우르두어(PDF), 버마어(PDF), 한국어(PDF)로이용가능합니다. 

 

중증감염위험이높은사람 

독감과유사하게도, 65 세이상이나심장병, 고혈압, 만성폐질환, 

당뇨병등기저질환이있는사람은코로나-19 로인한중증질환과합병증에걸릴위험이더높습니다. 

 

오스틴 공중 보건 기구는 노약자와 기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지침을 개발했습니다. 

 

오스틴 공중 보건 기구는 노약자와 기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지침을 개발했습니다. 이 



정보의 인쇄 가능한 버전은 영어(PDF), 스페인어(PDF), 중국어 간체 (PDF), 중국어 번체 (PDF), 

베트남어(PDF), 버마어(PDF), 한국어 (PDF),그리고 우르두어 (PDF)로 이용 가능합니다. 

 

원격진료서비스 

의료진은독감같은증상을보이는환자들이먼저휴대폰앱을사용하거나코로나-19 

대응을위한웹사이트를방문하도록권장하고있습니다. 

여러분의안전과편의를위해원격진료자원을이용할수있습니다. 

 

의사와진료를예약하거나클리닉, 

응급치료센터또는병원에직접방문하기전에담당주치의에게직접문의하는것이좋습니다. 

담당주치의가원격진료예약을잡아주거나아래에나열된유사한서비스를사용할수있기때문입니다. 

 

가능한원격진료서비스 

Baylor Scott & White 

 

웹사이트를방문하십시오. 혹은휴대폰에앱을설치하려면 

88408 로 BETTER 이라는문자를보내귀하의휴대폰으로받으십시오. 사전예약은필요없습니다. 

 

Ascension 

 

앱을다운로드하려면해당웹사이트를방문하세요. 방문당 20 달러이고코드 HOME 을사용하며, 

예약은필요없습니다. 

 

MDLive 

 

무료계정을등록하려면웹사이트를방문하십시오. 

 

TelaDoc 

 

계정을설정하거나앱을다운로드하려면웹사이트를방문하세요. 

방문비용은귀하의의료보험에따르는데, 매일진료비용은 49 달러미만입니다. 

 

HeyDoc 

 

앱을다운로드하려면해당웹사이트를방문하세요. 방문비용은 10 달러에서 50 달러사이입니다. 

 

Televero Health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high_risk_severe_illness_flyer.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high_risk_severe_illness_flyer_final%20Spanish.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2020-05/157220_high_risk_severe_illness_flyer_final_SimplifiedChinese.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2020-05/157220_high_risk_severe_illness_flyer_final_TraditionalChinese%20copy.pdf
https://www-draft.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2020-05/157220_high_risk_severe_illness_flyer_final_Vietnamese%20copy.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2020-05/high_risk_severe_illness_flyer_Burmese%20copy.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2020-05/high_risk_severe_illness_flyer_Korean_Final%20copy.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2020-05/high_risk_severe_illness_flyer_Urdu_Final.pdf


중환자치료의사또는행동건강전문가와상담일정을잡으려면해당웹사이트를방문하세요.상담은안

전과거주지의편의를고려해컴퓨터나휴대폰으로이루어집니다. 

 

Freeman Medical Clinic 

 

원격진료를통해새로운환자및기성환자를돌볼수있는지역진료소입니다. 

 

West Holistic Medicine 

 

계정을등록하려면해당웹사이트를방문하세요. 소득규모에따라비용이 0~70 

달러사이에서차등제로운영됩니다. 

 

VictoryMed 

 

www.victorymed.com 을방문하여 "진료예약" 버튼을클릭하거나 512-462-

3627 로전화하여진료를예약하세요. 비용은보험에따라 10 달러에서 

50 달러까지다양하며현금지급환자는 100 달러로예약할수있습니다. 

노인의료보험도무상으로인정됩니다. 

 

MD Box 

 

현재의위기를지원하기위해서, 

MDBox 는모든사람들에게의료진과의원격진료상담을할인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FetchMD 

 

휴대폰에앱을설치하세요. 예약과보험이필요없습니다. FetchMD 원격진료를매일방문하는것은 

59 달러입니다. 원격진료방문비용은개인의료보험에따라줄어들수있습니다. 

 

 

확산방지를위한단계 

오스틴공중보건기구는바이러스가아픈사람에서다른사람에게전염되는것을막기위한지침(PDF)을

만들었습니다. 

 

지침은스페인어(PDF), 베트남어(PDF), 중국어간체(PDF), 중국어번체(PDF), 한국어(PDF), 

우르두어(PDF), 버마어(PDF), 아랍어(PDF)로도이용할수있습니다. 

 

• 의료서비스를받을때를제외하고는집에머물기 

http://www.victorymed.com/


• 의사를방문하기전에미리전화하기 

• 자신의증상관찰하기 

• 집에있는다른사람이나동물로부터자신을격리하기 

• 개인물품공유금지 

• 기침과재채기가리고하기 

• 자주손씻기 

• 모든접촉이많은표면매일청소하기 

코로나-19 양성환자들은 2 차전염위험이낮아질때까지가정격리예방조치를따라야합니다. 

휴무에대해직장고용주와상의하세요. 어떤고용주들은자택근무를허용할수도있습니다. 

필요한경우통제명령을의사의진단서처럼사용할수있습니다. 

 

근무복귀기준 

만약아팠다가다시나아졌다면, 의료종사자들을위해, 

직장복귀전에질병관리본부의근무복귀기준을따르십시오. 

가정에서회복중이고자가격리된경우자가격리중단방법에대한 CDC 지침에따르세요. 

집에머물고있는(자가격리된) 코로나-19 

양성환자들은다음과같은조건하에서자가격리를중단할수있습니다. 

 

만약여전히전염성이있는지를판단하기위한검사를받지않는다면, 

다음세가지상황이일어난후에자가격리를중단할수있습니다. 

 

• 최소 72 시간동안발열이없는경우(즉, 열을감소시키는약을먹지않고, 

3 일동안발열이없는경우) 

그리고 

 

• 다른증상이호전된경우(예: 기침이나호흡곤란이호전된경우), 

그리고 

 

• 증상이처음나타난지최소 7 일이지났을경우. 

필수품이용방법 

격리되어있는동안식료품이나의약품과같은필수품목이필요할수있습니다. 

오스틴공중보건기구에서도움이될자원목록을작성했습니다. 



 

음식/개인용품 

 

• HEB Curbside 

 

o 수수료: 최초사용자는무료이용가능. 서비스비용은무료또는 

4.95 달러부과 

• 월마트픽업 

• Favor 

o 수수료: 배송비 7.95 달러와개인쇼핑대리수수료 4.95 달러부과 

• 인스타카트 

• 수수료: 첫번째주문시무료배송,주문금액이 35 달러이상일경우 3.99 달러부과, 

35 달러미만일경우 7.99 달러부과(또한, 각제품가격의 3%, 서비스요금 

5%,운전자를위한팁 5%도부과됩니다) 

차를운전하지않거나물건을찾아집까지배달할수있는친구, 가족또는이웃이없거나, 

음식을사는데도움이필요하면 512-972-6240 으로전화하세요. 

 

의약품 

 

• Walgreens 

o 배송비: 주문금액이 35 달러이상일경우무료 

• CVS 

o 배송비: 코로나-19 로인해많은곳에서수수료를면제하고있습니다 

• HEB 

 

https://www.heb.com/static-page/heb-curbside-delivery
https://grocery.walmart.com/?pp=1
https://favordelivery.com/order-delivery/h-e-b-5/
https://www.instacart.com/h-e-b
https://www.walgreens.com/topic/help/shipping_returns_FAQ.jsp
https://www.cvs.com/content/delivery/faq?icid=rxdelivery-tab-faq
https://www.heb.com/static-page/article-template/H-E-B-Pharmacy-Delivery-Service


• 월마트 

o 수수료: 무료표준배송(5~7 영업일소요), 2 일배송에 8 달러, 

다음날배송에 15 달러 

다니는약국에배달선택사항이없는경우드라이브스루가있는다른약국소재지를확인하십시

오. 

약국에전화해서약을한번에받아올수있도록다른소재지의약국으로보내줄수있는지문의하

세요. 

정서적지원 

여러분의정서적욕구는중요하며만약걱정이되거나화가난다면, 도움을받을수있습니다. 

여러분은불안과걱정, 수면장애, 과다혹은불충분한음식섭취, 슬픔과우울증을겪을수있습니다. 

이러한증상이있는경우다음연락처로문의하세요. 

 

• 통합관리 24 시간위기직통전화: 512-472-HELP(4357) 

• 전국정신질환연대도움전화: 1-800-950- NAMI (6264) 또는 

741741 에 NAMI 라고문자전송 

o 월요일~금요일동부시간기준으로오전 10 시부터오후 6 시까지 

• 국가자살예방생명전화: 1-800-273-8255 

추가관심사항또는질문이있거나사례관리자의후속조치를원하면,공중보건모니터기관에알리세요

. 

 

정신건강 

 

텍사스보건및복지사업부는코로나-19 전염병으로인한불안, 

스트레스또는정서적어려움을겪고있는텍사스사람들을돕기위해주전체에 

24 시간/무휴일의정신건강지원전화를출시했습니다. 

 

이새로운자원은모든텍사스사람들에게코로나-19 관련정신건강지원을제공합니다. 

주전체의코로나-19 정신건강지원회선인 833-986-1919 번으로하루 24 시간, 일주일에 

7 일언제나무료로전화할수있습니다. 

https://www.walmart.com/cp/pharmacy/5431


기업및산업에대한정보 

허용된 수용률이 75 퍼센트혹은 그이하인 식당 및 서비스에 권장되는 고객 일지에 관한 지침은 

무엇입니까? 

오스틴 시를 위한 Adler 시장의 명령에 따라, 다시 문을 연 기업들은 오스틴 공중 보건 기구가 

코로나-19 에 노출되었을 수 있는 고객들을 추적하여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75 퍼센트혹은 그이하의 사용률 또는 수용률을 허가받고재개된 모든 서비스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식당은 고객이 사업장에 있었던 날짜와 시간, 고객이 

앉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장소 등을 포함하여, 내부에 머물거나 또는 좌석에 앉은 모든 고객과 

직원들과의 접촉 정보를 활동 일지로 작성하도록 권장합니다. 명령에서는 이러한 일지가 없을 경우 

오스틴 공중 보건 기구가 "다른 방법으로 접촉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감염이 확인된 사람들이 

있었던 위치를, 관련 날짜 및 시간대와 함께, 제한 없이 그리고 재량에 따라, 공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개인사생활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지는 1 개월 동안만 유지되어야 하며, 시가 아닌 

사업장의소유물로 취급합니다.  접촉 경로 추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공중보건 당국에서만 일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지는 데이터베이스의 일부가 아니어야 하며 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날짜 

• 고객 또는 직원 이름 

• 들어온 시간 

• 나간 시간 

• 연락 정보: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현행명령에 따라 제 사업장이 다시 문을 열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운영 여부 결정은 사업주의 몫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운영을 재개하는 기업은감소된사용률 

요건을 위한 기준이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정되므로임시 OLC 를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사업을 다시 운영할 때 오스틴시의 다른 지침들을 따라야 합니까? 

오스틴시는 코로나-19 가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기업과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기 – 안전 근무 명령에 명시된 보건 및 안전 지침을 계속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건물사용률 

최근 주지사의 명령과 향후 단계에 따라 기업은 일부 수용률의 특정 비율에 기반하여 운영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건물수용률 또는 사용자 수량은 시설의 사용자수량 카드에서 확인된 여러 가지 요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임시 사용자 수량 추산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며 사용자수량카드가 없거나 허용된 수용률을알지 



못하는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스틴시 개발 서비스 부서가 임시 사용자수량추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임시 사용자수량추산을 받으려면 OLC@austintexas.gov 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이메일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십시오.  

건물 주소 

격실번호  

건물 대리인(소유자, 관리인)의 연락 정보  

주의: 임시 사용자수량추산은 단순화된 공식을 기반으로 하며, 이 공식은 오스틴시의 집에 머물기 – 

안전 근무 명령 또는 다른 해당 시장, 카운티 지역 판사 또는 감소된 사용률을 지시하는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 한정된 운영 기간 동안 계속 적용됩니다. 영구 사용 등급은 해당 시장, 카운티 지역 판사 

또는 주지사 명령이 사업체의 등록된 전체 수용률의 90 퍼센트혹은 그 이상으로허가할 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용률에관해자주묻는질문들 

제 사용자 수량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건물 수용률은 시설의사용증명서 또는 사용자 수량 카드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부 건물의 경우, 이 

정보는 공공 검색 기능을 통해 제공되는 건물 허가(BP) 및 계획 검토(PR) 폴더에 포함되어 오스틴 건물 

+ 연결(AB+C) 사이트 https://abc.austintexas.gov/web/permit/public-search-othe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해당 사용자 수량을 찾을 수 없는 경우,  OLC@austintexas.gov 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이메일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십시오.  

건물 주소  

격실번호  

건물 대리인(소유자, 관리인)의 연락 정보  

사업을 운영하려면 임시 사용자 수량 추산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요. 이것은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나 현재 사용 등급을 모르는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지정수량입니다.  

 

영업장에 이미 사용자 수량 카드를 게시한 경우에도 임시 사용자 수량 카드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현재 사용자 수량 카드를 소지한 업체는 해당 등급에 따라 일부 운영 수용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제 건물수용률을어떻게 결정하나요?  만약 제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시는 건물 또는 격실의공간면적을활용하여평방 피트로 수용률을 결정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2015 

국제 건물 법규의 1004 항에 나와 있는 사용자 수량과 현지에서 채택된 개정판을 적용합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OLC@austintexas.gov 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사항인 단계적인 확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있나요? 

아니요. 오스틴시는 임시 사용자 수용량 추산 또는 공식 임시 사용자 수용량 카드를 인쇄 가능한 전자 

https://abc.austintexas.gov/web/permit/public-search-other


메일 형식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오스틴시 기업체에 무료로 제공합니다.  

영구 사용자 수량 카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용자수량카드는 현재 채택된 국제 건축 법규 및 지역 개정 법률에 의해 분류된 식당, 술집, 영화관, 

박물관, 도서관 등이 포함된 집합용 공간에만 발급됩니다. 소매점은 집합용 공간이 아님을 알아 

두십시오.  

새 사용자 수용량 카드를 받기 위한 자세한 정보는 상업적 계획 검토 웹 페이지를 방문하여 "사용자 

수용량 카드" 주제하에서찾아볼 수 있습니다.  

 

 

 

 

 

 

 

 

 

 

 

 

 

 

 

 

 

 

 

 

 

 

 

 

 

 

 



집행과준수  

 

주된초점은이감염병의확산을막기위한교육, 자발적인준수그리고개개인의책임에있습니다. 

 

오스틴시의법부서, 소방서, 경찰서는본명령을위반하는사업체에대한신고에대응하고있습니다.  

텍사스대학의최신모델링데이터는코로나-19 

감염률을보여줍니다.오스틴시의공중보건은오스틴지역사회의명령준수여부에달려있습니다. 

만약 제 사업장의 신고가 제기되면 어떻게 하나요? 

귀사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오스틴시 공공 집회 법규 집행(PACE) 팀이 현장으로 

파견됩니다. PACE 팀은 현재 시장, 카운티 지역 판사 또는 주지사 명령에 따른 사용률제한이 

초과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위반 사항은법집행을 위해 오스틴 법규 부서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자 수량 카드 또는 사용자 수량을 포함한사용 증명서가 있는 경우, PACE 팀에서 이를 

사용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개발 서비스부서로부터 받은임시 사용자 수량 추산이 있는 경우, PACE 팀은 추산을 위해 제공된 

측정값을 확인합니다.    장소 측정값이 일치하거나 PACE 팀이 새로운 사용자 수량 추산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공식 임시 사용자 수량 카드를 발급합니다.    

PACE 팀이 현장에서 새로운 사용자 수량 추산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측정값과 관찰 결과를 개발 

서비스 부서에 전달하여 공식 임시 사용자 수량 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식 임시 사용자 수량 카드는 PACE 팀과 오스틴 법규 부서에 현장 방문을 하여 현장 상태를 

확인했다는 사실을 제공합니다. 임시 사용자 수량 카드는 항상 건물 입구에 표시되어야 하며, 해당 

시장, 카운티 지역 판사 또는 주지사 명령이 사업장의 등록된 전체사용량의 90 퍼센트혹은 그 

이상을사용하는 것을 승인하면 무효화됩니다.  

 

기업, 산업 및 직업 유형별 방침 

아래표에는산업및기업유형과가능한범위의특정직업이명확하게설명되어있습니다. 

각기업은제공된지침에따라필수기업여부를결정해야합니다. 

오스틴시는개별기업에이기간에영업을계속하거나중단해야하는지에대한법률적조언을제공하지않습니다. 

 

사업/활동 시 및 주 정부 명령에 따른 허용 여부 

에어비앤비/호

텔/숙박 

허용됨. 보건 및 안전 계획과 관련된 시 명령 제 5 조의 요건과 50% 

수용률 제한 대상입니다. 대중에게 개방된 공간에서 또는 야외 공공 

공간에서 같은 가구가 아닌 다른 사람과 1.8 미터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항상 마스크 쓰기 및 사회적 거리 

제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놀이 공원 50% 수용률까지 허용됨. 마스크 쓰기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족관 등록된 전체 수용률의 최대 50% 까지만 허용됨. 

이발소 허용됨. 만약 운영되는 작업대 사이에 사회적 거리 1.8 미터를 둘 수 

있다면 50% 수용률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술집 금지됨. 술집은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 판매로 인한 수입이 총 수입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업소로 정의됩니다.  

빙고 장 등록된 전체 수용률의 최대 50% 까지만 허용됨. 손님 사이에 

1.8 미터 사회적 거리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볼링장 및 유사 

상호작용 오락 

등록된 전체 수용률의 최대 50% 까지만 허용됨. 볼링 레인들 또는 

다른 상호작용 게임 사이에 1.8 미터 사회적 거리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 별도로 지침이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기업은 50%의 

수용률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쓰기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요구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아동 보육 

서비스 

허용됨. 50% 수용률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예배당  허용됨. 50% 수용률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스포츠 허용됨. 실외 경기는 소유자가 결정한 대로 일반 운영 제한의 50%로 

제한됩니다. 

상업 래프팅 및 

튜빙 서비스 

금지됨, 래프트 및 튜브를 빌려주고 래프팅 및 튜빙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운송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미용실/헤어 

살롱 

허용됨. 작업 장소는 반드시 서로 1.8 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위생 및 얼굴을 가리는 관행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애완견 

기숙/주간 보호 

수의학적 관리가 아닐 경우 50% 수용률로 허용됨 (수의학적 관리일 

경우 수용률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마스크 쓰기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 

학원 

교실 수업은 등록된 전체 수용률의 최대 50% 까지만 허용됨. 학생과 

강사 사이의 사회적 거리를 1.8 미터 정도 유지하되, 차 안에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방 탈출 모험 최대 50% 수용률까지 허용됨.  마스크 쓰기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필수 사업 허용됨. 50% 수용률 제한과 참석자 10 명 제한 요건 둘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스크 쓰기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 또는 서비스가 필수적인 사업인지 확인하려면 미국 국토안보부 

사이버 보안 및 중요 기본 시설 보안국("CISA")의 필수 중요 기본 

시설 인력 지침 버전 3.1 또는 그 이후에 나온 버젼에 나열된 서비스 

및 사업 목록을 확인해 주십시오. 

예술 공연장 실내에서는 등록된 전체 수용률의 최대 50% 까지만 허용됨. 

야외에는 제한이 없지만, 반드시 단체 사이에 1.8 미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단체 규모는 10 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체육관 및 운동 

시설 

등록된 전체 수용률의 최대 50% 까지만 허용됨. 마스크 쓰기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정 내 판매 허용됨. 10 명으로 제한됨. 개인은 반드시 시장 명령서에서 확인된 

사회적 거리 두기, 위생 및 얼굴 가리기 관행을 따라야 합니다. 

지방 정부 운영 허용됨. 50% 수용률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조업 (비-

CISA) 

등록된 전체 수용률의 최대 50% 까지만 허용됨. 

마사지 업소 허용됨. 만약 운영되는 작업대 사이에 사회적 거리 1.8 미터를 둘 수 

있다면 50% 수용률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중 매체 제작 허용됨. 실내에서는 등록된 총 수용률의 최대 50%까지 허용됩니다. 

실외에는 제한이 없지만, 단체 사이에 반드시 1.8 미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무대에 있지 않은 제작소 사무소 직원은 

사무실 근무자를 위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화관 모든 영화 상영을 위한 모든 개별 극장의 등록된 전체 수용률의 

최대 50% 까지만 허용됨. 



음악 공연장 허용됨. 장소 유형(예: 식당, 예술 공연장, 야외 공연장)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릅니다. 야외 행사는 100 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마스크 

쓰기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박물관과 

도서관 

등록된 전체 수용률의 최대 50% 까지만 허용됨. 지방 공공 박물관 및 

도서관은 지방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손톱 

관리실/상점 

허용됨. 만약 운영되는 작업대 사이에 사회적 거리 1.8 미터를 둘 수 

있다면 50% 수용률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 동굴 등록된 전체 수용률의 최대 50% 까지만 허용됨. 

사무실 기반 

고용주 

개인이 적절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다면 최대 10 명 또는 전체 

사무실 인력의 50%까지, 둘 중에 더 큰 규모의 것으로 허용됩니다. 

야외 사업 

시설/활동: 

허용됨. 반드시 DSHS 보건 규칙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 시설 

및 사업장은 실내 또는 실외에 상관없이 수용률이 50%로 

제한되지만, 실외 모임의 경우 참석자 10 인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프로 선수, 대학 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운동 행사 

• 수영장 

• 물놀이 공원 

• 박물관과 도서관 

• 동물원, 수족관, 자연 동굴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로데오 및 승마 행사 

• 놀이공원 

야외 행사 

(10 명 이상) 

다른 지침이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됨. 

야외 모터 

스포츠 행사 

만약 적절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운영된다면, 개최지 

소유자가 결정한 대로 정상 운영 제한의 최대 50% 까지 허용됨. 

야외 운동 참가자 사이에 접촉이 없고 10 명 이하의 참가자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언제든지 허용됩니다. 

개인 관리 및 

미용 서비스 

허용됨. 만약 운영되는 작업대 사이에 사회적 거리 1.8 미터를 둘 수 

있다면 50% 수용률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수의학적 

관리가 아닌,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애완동물 

미용사 

50% 수용률까지 허용됨. 마스크 쓰기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프로 스포츠 

리그 

허용됨. 실내 또는 실외 상관없이 50% 수용률로 제한됨. 참석자 

100 인 금지 명령이 적용되지 않음. 

청소년 오락 

스포츠 

허용됨. 관중들은 같은 관중 단체에 속하지 않는 개인들과 최소한 

1.8 미터 정도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50% 수용률 제한 

또는 10 인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DSHS 보건 규칙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종교 예배 허용됨. 교회, 종교적 집회, 또는 연수회 건물에서 진행되는 예배를 

포함합니다. 50% 수용률 제한과 10 명 제한 둘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당 허용됨. 실내 식사 서비스는 50% 수용률로 제한됨. 야외 식사는 

10 명 이하의 단체가 식탁에 앉아 있고, 

https://gov.texas.gov/organization/opentexas 에서 찾을 수 있는 

주지사의 텍사스 개방 확인 목록에 있는 보건 규칙을 준수하는 한, 

야외 모임에 대한 참석자 10 명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식사하는 

대신 사람들이 모여있고, 서있고, 서성거리는 야외 식사 공간에서는 

인원이 10 명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소매 서비스 50% 수용률까지 허용됨. 마스크 쓰기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로데오 및 승마 

행사 

허용됨. 관중은 허용됨. 실내 경기장의 관람객 수는 반드시 등록된 

경기장 전체 관람객의 50%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야외 경기장은 

반드시 시설 소유자가 결정한 대로 경기장 정상 운영 제한의 50% 

이하로 관람객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학교 스포츠 7 월 14 일 제정된 보건 당국령에 따르면, 과외 스포츠는 학교 체계가 

교내 교육을 위해 다시 개방될 때까지 실시되지 않습니다. 

백화점 등록된 전체 수용률의 최대 50% 까지만 허용됨. 마스크 쓰기 및 

https://gov.texas.gov/organization/opentexas


사회적 거리 두기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동시 방송 등록된 전체 수용률의 최대 50% 까지만 허용됨. 반드시 고객들이 

최소한 1.8 미터 이상의 사회적 거리를 두도록 해야 합니다. 

스케이트장 등록된 전체 수용률의 최대 50% 까지만 허용됨. 

수영장 실내 또는 실외 상관없이 최대 50% 수용률까지 허용됨.  참석자 

100 인 금지명령이 적용되지 않음. 오스틴시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몇몇 수영장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용 가능 여부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태닝 가게 허용됨. 만약 운영되는 작업대 사이에 사회적 거리 1.8 미터를 둘 수 

있다면 50% 수용률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튜빙/래프팅 

(상업용) 

금지됨, 래프트 및 튜브를 빌려주고 래프팅 및 튜빙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운송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대리 주차 

서비스 

허용됨. 

비디오 게임 

시설 

등록된 전체 수용률의 최대 50% 까지만 허용됨. 운영하는 게임 기계 

사이의 사회적 거리를 1.8 미터 유지하세요. 

물놀이 공원 허용됨. 실내 또는 실외 상관없이 50% 수용률로 제한됨. 참석자 

100 인 금지명령이 적용되지 않음. 

결혼식 

피로연장 

허용됨. 만약 결혼식이 종교 예식이라면, 실외 또는 실내 수용률 

제한이 없습니다. 식당에서 열리면, 식당 제한 규칙을 따릅니다. 

작업장 이외의 다른 실내 사업장에서 개최될 경우, 등록된 총 

수용률의 50%로 제한됩니다. 실외 장소는 수용률 제한의 대상이 

아니며, 얼굴 가리개를 포함한 DSHS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결혼식 허용됨. 만약 결혼식이 종교 예식이라면, 실외 또는 실내 수용률 

제한이 없습니다. 작업장 이외의 실내 장소는 등록된 총 수용률의 

50%로 제한됩니다. 실외 장소는 수용률 제한의 대상이 아니며, 얼굴 

가리개를 포함한 DSHS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포도주 시음실 대부분의 경우 안 됩니다. 술집 및 이와 유사한 업소는 대면 



서비스를 중지합니다. 포도주 시음실이 주지사의 명령에 따른 

식당내 접대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한, 직접 식사하거나 음료를 

마시는 용도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시설은 만약 식당에서 주류 판매로 얻은 수익이 총 수입의 51% 

이하이며, 텍사스 주 알코올 주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텍사스 법이 

요구하는 51% 전단을 게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만 식당 내에서 

식사하는 서비스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술집 또는 포도주 

시음실은 포장, 드라이브 스루 또는 배송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다음 링크에 나와 있는 TABC 지침의 대상입니다: 

https://www.tabc.state.tx.us/coronavirus/files/PickupAndDeliveryOf

AlcoholWithFoodOrders.pdf.  

청소년 캠프 허용됨. 50% 수용률 제한과 10 명 제한이 둘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얼굴 가리개, 사회적 거리 두기, DSHS 보건 규칙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청소년 스포츠 허용됨. 관중들은 같은 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인들로부터 최소한 

1.8 미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50% 수용률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동물원 운영자가 결정한 대로 정상 운영 제한의 최대 50% 까지 허용됨. 

 

얼굴가리개 
코로나-19 바이러스를가진사람들중상당수는증상이없습니다. 

감염자는증상이발현되기전에다른사람에게바이러스를전염시킬수있기때문에, 

집이나거주지밖에서코와입을가리면코로나-19 의확산을막는데도움이됩니다. 

이는질병통제및예방센터(CDC)와오스틴-

트래비스카운티지역보건당국의조사결과와일치합니다. 
 

얼굴가리개를착용하는것이약 

1.8 미터의사회적거리를유지하는것과손씻기를대체할수있는것은아닙니다. 

이수칙들은바이러스의확산을늦추기위한중요한수칙이기때문입니다. 

10 세이상의모든사람들은다음과같은경우, 집에서만든마스크, 스카프, 

두건또는손수건과같은얼굴가리개를코와입위에착용해야합니다. 
  

• 일반대중에게공개된건물에출입할경우또는건물내부에서 

• 대중교통, 택시이용또는차량공유시 

• 주유시 

• 야외에서그리고사람간에약 

1.8 미터이상의사회적거리를일관되게유지할수없을경우 

https://www.tabc.state.tx.us/coronavirus/files/PickupAndDeliveryOfAlcoholWithFoodOrders.pdf
https://www.tabc.state.tx.us/coronavirus/files/PickupAndDeliveryOfAlcoholWithFoodOrders.pdf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businesses-and-industries


 

10 세미만아동의부모및보호자는집밖에서상황에맞게아동에게마스크를착용시킬책임

이있습니다.  
 

의료등급 (N95) 

마스크와수술용마스크는오직전문의와응급처치자만이보유하고사용할수있습니다. 

천으로된얼굴가리개를만드는방법은 "당신과당신의가족" 부분과 

CDC 에서보실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경우얼굴가리개가없어도괜찮습니다. 
 

• 개인차량에혼자탑승한경우 

• 분리된공간에서혼자있는경우 

• 집또는거주지에본인가족의다른구성원만있는경우 

• 음식을먹을때 

• 얼굴가리개를착용하면호흡불편,  의식불명, 

정상적인생활불가능등의문제가있거나혼자서는가리개를벗을수없는경우처럼,

정신및신체적건강과안전및보안에큰문제가생기는경우 

 

제사업장에얼굴가리개관련전단을부착해야합니까? 
저희는사업체에오스틴공중보건기구와오스틴시의공식전단을자신의사업장에배치함

으로써얼굴가리개명령을준수하도록요청하고있습니다. 전단은저희 "지역사회자원 – 

기업용얼굴가리개전단"에서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직장및기업을위한사회적거리두기지침 
• 직원들의필수적이지않은출장을보류하세요. 

• 필수활동을지속하기위해필요한경우가아니면직원들이서로약 

1.8 미터이내에서일하는것을금지하며, 

대면만남과회의를최소화하거나취소하세요. 

• 직원들에게아플때집에머물도록하며병가복리후생을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하

세요.  아픈직원들이의사의진단서를제출하지않고집에머물수있도록하세요. 

• 전기통신을활용하여개인간대면상호작용을최소화하세요. 

• 필수활동을지속하는 데필요한경우가아닌이상, 

모든직원이한번에출근하지않고각자다른요일과시간에출근하도록일정을변경

합니다.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businesses-and-industries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businesses-and-industries


보육제공자와학교에대한지침 

• 계속 운영되는 아동 보육 프로그램을 위한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CDC) 지침 

 

• 학교 및 아동 보육을 위한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CDC) 지침 

 

• 오스틴 공중 보건 기구 아동 보육 지침 - 2020 년 7 월 14 일(영어) 

• 오스틴 공중 보건 기구 아동 보육 지침 - 2020 년 7 월 14 일(스페인어) 

• 부모 확인 양식 - 신규 등록 아동을 위한 건강 검진 질문 

• 부모 확인 양식 - 신규 등록 아동을 위한 기존 아동 보육 정보 

 

여름 캠프에 관한 지침 

• 보육 및 여름 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코로나-19 흐름 도표(PDF) 

• Guías de Salud Pública de Austin para los programas de cuidado infantil y 

campamentos de verano (PDF) 

• 아동 보육 제공인을 위한 PPE 지침(PDF) 

• Guías de uso de equipo de protección personal (EPP) para los centros de 

cuidado infantil y campamentos de verano (PDF) 

 

보육 제공인이 시설에 게시할 수 있는 전단지는 지역사회 자원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오스틴시의 코로나-19 관련 유아기 정보 및 자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Success By 6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Workforce Solutions Capital Area- 아동보육 보조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512-597-7191)으로 전화하시거나 

providerservices@wfscapitalarea.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보육 센터/가정 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 즉시아동보육 규정(허가)을 갱신하세요.   

텍사스주 보건 및 복지 서비스의아동보육 제공 업체를 위한지침.  보육 제공 업체는 

코로나-19 와 관련된 질문을 최소 기준 우편함 또는 DSHS 코로나 바이러스 콜 

센터(1-877-570-9779)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육 제공 업체 

아동보육 시설을 위한 자원들   

보급품이 필요한 경우 이 양식을 작성해 주십시오. 오스틴-트래비스 카운티 지역 

코로나-19 아동 보호 대책 위원회가 필요한 모든 물품을 제공해 드릴 수는 없지만, 

오스틴시와 특별 대책 위원회 파트너들이 귀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린이와 마스크에 대한 조언을 영어와 스페인어로 확인하세요. 운영 중인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권장 사항이 영어와 스페인어로이용가능합니다. 청소년 및 여름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businesses-and-industries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schools-childcare/guidance-for-childcare.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schools-childcare/index.html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Childcare%20guidance_July14.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Childcare%20Guidance_July14_Spanish.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Parent%20verification%20form_Health%20Screening%20Questions%20for%20Newly%20Enrolling%20Children.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Parent%20verification%20form_Previous%20Child%20Care%20Information%20for%20Newly%20Enrolling%20Children.pdf
https://www-draft.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COVID-19%20flow%20charts%20for%20child%20care%20and%20summer%20camp%20programs_FINAL.PDF
https://www-draft.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COVID-19%20flow%20charts%20for%20child%20care%20and%20summer%20camp%20programs_FINAL%20SPANI....pdf
https://www-draft.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COVID-19%20flow%20charts%20for%20child%20care%20and%20summer%20camp%20programs_FINAL%20SPANI....pdf
https://www-draft.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PPE%20Guidance%20for%20Child%20Care%20Providers_6.2.2020_ENGLISH.PDF
https://www-draft.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PPE%20Guidance%20for%20Child%20Care%20Providers_6.2.2020_SPANISH.PDF
https://www-draft.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PPE%20Guidance%20for%20Child%20Care%20Providers_6.2.2020_SPANISH.PDF
https://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community-resources
http://www.missionbox.com/uwatx/successby6atx
mailto:providerservices@wfscapitalarea.com
https://www.surveymonkey.com/r/CCLCOVID19
https://hhs.texas.gov/about-hhs/communications-events/news/2020/03/additional-guidance-covid-19-daycare-operators
https://hhs.texas.gov/about-hhs/communications-events/news/2020/03/additional-guidance-covid-19-daycare-operators
mailto:msc@hhsc.state.tx.us
https://www.surveymonkey.com/r/COVIDNeeds
https://www-draft.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Tips%20for%20Children%20and%20Masks_ENG.docx
https://www-draft.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Tips%20for%20Children%20and%20Masks_SPAN.docx
https://www-draft.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Add'l%20COA%20Recs%20for%20Child%20Care_FINAL%205.26.2020.pdf
https://www-draft.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Add'l%20COA%20Recs%20for%20Child%20Care_FINAL%205.26.2020%20SPANISH.pdf


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권장 사항이영어와 스페인어로 이용 가능합니다. 

 

식당및술집에대한지침 

오스틴 시 코로나-19 인쇄물 및 필수 전단에서 식당과 술집을 다시 여는 데 필요한 

지침에 관한 PDF 전단지를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베트남어, 아랍어, 우르두어, 

버마어, 중국어 번체 및 중국어 간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고용주를위한지침 
아직운영중인작업장은 CDC 의직장에대한권장사항을따릅니다. 
 

CDC 직장지침. 
 

직원을위한지침 
다음기준을충족할경우출근을자제하고자가격리하세요. 
 

• 세계보건기구또는  CDC 가 

"위험지역"으로간주하는지역으로여행을다녀온경우. 

• 기침, 호흡곤란, 인후염등호흡기감염의징후나증상이있는경우. 

• 열이  37.5 도이상인경우.  

• 지난 14 일간코로나-

19 의확진판정을받은사람과접촉했으며당시질병통제및예방센터(CDC)에서지정

한적절한개인보호용품을착용하지않았을경우. 

• 코로나-19  조사중이거나호흡기질환을앓고있는경우. 
 

건설산업에대한지침 
2020 년 3 월 31 일주지사의행정명령(No. GA-14)에서허용된모든건설은허용됩니다.   

오스틴시는더이상상업적또는주거적건설사업을금지하지않을것입니다. 
 

모든건설작업에대한고용주요구사항 
 

집에머물기명령공고 A 와 B 에있는거리두기지침과안전한직장생활요건외에도,  항상 

10 명이상의현장근로자가있는시내모든건설현장의전체현장책임자("현장관리자")는다

음지침을준수해야합니다. 
 

• 현장에서작업하는모든사람이이해할수있는언어로, 

현장에서근무하는교대조직원의규모와유형, 

그리고현장관리자가어떻게직원규모와교대근무를제한하는지에대한안내문을

게시합니다. 

• 매일작업시작전, 

직원의동의하에직원들의전반적인건강상태를사전점검합니다. 

• 현장에각  

15 명의작업자가사용할수있는비누또는손세척제를구비한손세척장소를최소한

하나이상가지고있어야합니다. 

• 공동냉수기사용을금지합니다. 

• 한사용자가쓰던공동공구를다음사용자가사용하기전에소독하고공동사

https://www-draft.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Add'l%20COA%20Recs%20for%20Camps_FINAL%205.26.2020.pdf
https://www-draft.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Add'l%20COA%20Recs%20for%20Camps_FINAL%205.26.2020%20SPANISH.pdf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businesses-and-industries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guidance-business-response.html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businesses-and-industries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businesses-and-industries


용공간(점심및휴식공간, 안전회의공간, 

대형장비등)과집단접촉지점(문손잡이, 판매대, 

키보드등)을하루에두번이상세척및소독해야합니다. 

 

또한, 시에서이러한게시물을준비하는즉시,  집에머물기명령의 6 항 j 

부분의사회적거리두기요구사항,  

집에머물기명령의전단 B 에있는직원을위한권고사항과이지침문서의 

3 항에있는규정들, 

그리고직원들이모든위반에대한신고를접수할수있는정보를담은전단을영어와스페인

어로현장에서눈에잘띄는장소또는관례상직원에게공지가게시되는장소에게시합니다. 
 

건설현장의근로자가코로나바이러스에감염된것으로확인되면, 

현장관리자는즉시근로자를집으로돌려보내고, 오스틴공중보건기구에통보하고, 

해당근로자에대한오스틴공중보건기구의모든지시를따라야합니다. 
 

현장관리자는현장에출근한모든근로자가출근시간을기록했는지확인하고, 

코로나바이러스에감염된것으로확인된직원과현장을공유한경우, 

이를식별하고통지할목적으로매일현장에출근하는모든근로자목록과연락처를보관해

야합니다. 
 

모든건설산업고용주들은시의전반적인경제상황에이롭도록다음과같은고용관행을준

수할것을권장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로인해현장에작업자신또는다른작업자의건강에임박한위험이

있다고선의로믿는작업자가건설현장에서일하는것을거절할때불리한조치를취

하지말아야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에노출될가능성이있다는이유로, 

격리됐었거나자가격리조언을받은작업자에게불리한조치를취하지않아야합니

다. 

• 코로나바이러스로인한공사장폐쇄때문에일시해고된노동자가제기한실업급여

청구에이의를제기하지마세요. 

모든작업현장은잘보이는위치에영어와스페인어로된건설전단을게시하도록합니다. 
 

지역사회자원페이지에서사용가능한전단을다운로드하세요. 
 

건설안전지침영상 
 

오스틴건설안전과코로나-19 
 
Seguridad de Construcción y COVID-19 en Austin 
 

일반 사업 안내 

오스틴 시 코로나-19 인쇄물 및 필수 전단 페이지에서 일반 사업 안내를 위한 PDF 

전단을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베트남어, 아랍어, 우르두어, 버마어, 중국어 번체 및 

중국어 간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9U--x34fqT4
https://gcc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youtu.be%2FMpVhgp4xRzw&data=02%7C01%7CTim.Ziegler%40austintexas.gov%7C4e6efb9bdb2c44a9b4d408d7e0c6eb85%7C5c5e19f6a6ab4b45b1d0be4608a9a67f%7C0%7C0%7C637225017264429058&sdata=QPZYlAIVrZ4UI5ZSTlmduBN%2Bgi9BqXNNJImjI6mWAPU%3D&reserved=0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businesses-and-industries
http://www.austintexas.gov/page/printed-materials-and-required-signage


 

허가신청서 
시부서는직원들을재택근무조건으로옮기고시설내에서는감소인력으로운영되고있습

니다. 예약을하지않은고객이오는로비를닫았으며, 

허가신청은우편이나이메일로만접수할수있습니다. 
 

개발서비스부서의허가를받으려면해당웹사이트의지침을따르세요. 
 

오스틴이벤트센터에서허가를받으려면일반적인허가절차를따르세요. 모든특별행사는  

2020 년 5 월 8 일까지금지됩니다. 
 

오스틴공중보건기구의환경건강서비스부(EHSD)는예약없이오는고객에대한로비를폐쇄

했으며, 허가신청은우편이나이메일로만접수할예정입니다. 

EHSD 는우편이나이메일로신청서를제출할수없는고객을위해 1520 Rutherford Lane, 
Building 1 Suite 205, Austin, TX 

78754 에위치한저희사무실에서서비스예약을받을것입니다.  512-978-

0300 으로전화하셔서예약하시기바랍니다. 
 

화요일과목요일오전 7 시 45 분부터오전 

11 시까지이동식식품판매상신청서검토는이제예약해야만이용가능합니다.  

당일방문예약은불가능합니다. 예약을하시려면 512-978-0300 으로전화주십시오. 

이동식식품판매상검사는계속저희건물주차장에서, 오직예약에의해서만시행됩니다. 

모든질문과관심사항은 EHSD.Service@austintexas.gov 로메일을보내거나 (512) 978-

0300 으로전화하여제출할수있습니다. 
EHSD 

서비스는다음과같은과정및지불을위해우편또는이메일을통해제출하실수있습니다. 
 

 

우편주소: APH EHSD, PO BOX 142529, Austin, TX 78714  

이메일주소: 

EHSD.Service@austintexas.gov 자금결제가필요한기관에대해서는저희출납원이카드결제

에대해서만귀하에게전화로연락드리겠습니다.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businesses-and-industries
mailto:사항은EHSD.Service@austintexas.gov
mailto:EHSD.Service@austintexas.gov


사업 및 산업 지원  

오스틴시 기업, 기업가 및 비영리 단체의 복구 노력을 직접 지원하는 최신 갱신 사항 

및 자원들을 보려면 www.atxrecovers.com 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개발 부서의 중소기업 자원 자료실을 방문하여 "재해 구제"를검색하시면, 정부 

및 지역 사회 자원 목록을포함하여코로나-19 의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찾을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 사업 인큐베이터(EGBI)는 텍사스 아동 교육 협회(TXAEYC) 오스틴 

지부의아동보육 시스템 안정화 지원금으로아동보육 사업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통해 EGBI 는 트래비스 카운티 지역의아동보육 사업자에게 무료로 

사업상담, 훈련,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EGBI 직원에게 줌 또는 구글 및 

전화를 통해 영어 및 스페인어로 사업 교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예약을 요청하세요. 

 

다른 자원들 

자원 탭 아래의 보육 제공자를 위한 오스틴시 코로나-19 정보 페이지에서 성인 돌봄 

센터를 위한 지침, 고령화 서비스 제공 업체를 위한 지침, 검사 권장 사항, 그룹 홈을 

위한 지침 등 기업을 위한 기타 PDF 자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atxrecovers.com/
http://www.austintexas.gov/small-business-resources?field_business_type_value=Disaster+Relief&field_location_value=All
https://egbi.org/
https://egbiaustin.wufoo.com/forms/client-registration/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information-care-providers


 

코로나-19: 여행자및항공여행에대한정보 
여행 
항공기,  택시,  차량동승프로그램은필수적인사업으로여겨지며, 

이기간동안필수업무나중요기본시설관련일을수행하는사람들과, 

간병을위해출장을가는간병인들을대상으로계속운영할수있습니다.  
 

허가된여행 
필수활동,  필수정부업무,  필수사업, 

중요기본시설또는최소기본적운영과관련된여행만허용됩니다. 
 

허가된여행에는다음과같은것들이포함됩니다. 

• 노인,  미성년자, 부양가족, 장애인또는기타취약계층을돌보기위한여행인경우 

• 원격학습을위한자료,  

식사를받기위한목적이나기타관련서비스를위해교육기관에오거나가는경우 

• 관할구역밖에서거주지(예: 

폐쇄된대학에서집으로돌아옴)로돌아오거나가는경우 

• 법집행또는법원명령에의해필요한경우 

• 멀리떨어진곳에서종교서비스를제공하려는교회직원/성직자의여행이거나여행

이필요한목사인경우 

• 시에서거주하지않는사람이시외곽의거주지로돌아가기위해필요한경우 , 

여행전도시밖으로나가는교통수단이여전히이용가능하고제대로가동되는지확

인하기를적극권장합니다. 
 

대중교통 
CapMetro 는공중보건을증진하고정부및의료당국이권고하는사회적거리두기권고를수

용하기위해서비스를일시적으로변경하고있습니다. 
 

CapMetro 는 4 월내내모든고객에게무료요금을적용할예정입니다. 
 

• 기사와고객을물리적으로가깝게접촉하지않도록보호하고서비스를이용하는고

객이필수적인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목표입니다. 

• 무료서비스는고객이통행증을제시하거나, 기사에게돈을지불하거나, 

요금함을사용하지않아도되기때문에사회적거리두기를실천하는데도움이될것

입니다. 또한탑승속도를높이고차량입구에서발생하는혼잡을줄여줍니다. 

• 무임승차기간은추가적인탑승을장려하는목적이아닙니다.  집에머물기-

안전근무기간에는필수여행시에만교통수단을이용할것을다시한번강조합니다. 

• MetroAccess 고객은탑승하기전에유효한신분증을제시해야합니다. 
 

CapMetro.org/COVID19 에서 CapMetro 의서비스변경에대한최신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

다. 
 

공유차량서비스 
Ride Austin 은우리지역사회의안전을위해운행을일시적으로중단했습니다. 
 

Revel 은운영자동차수를 10%  줄였습니다.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travelers-and-flights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travelers-and-flights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travelers-and-flights


 

Scoot 는주로주요한필수작업자의이동을돕기위해이용가능한차량수를크게줄였습니다. 
 

Zipcar 는다음달오스틴에서운행을중단할것이며공공통행로에서차량을치웠습니다. 

 

소형전동장치 
소형전동장치서비스를사용하여필수활동을할때는약 1.8 

미터이상의거리를유지하고이용후손을씻어야합니다. 
 

Austin Bcycle 는집에머물기-

안전근무명령기간동안필수여행을하는모든사람에게무료 Austin 

Bcycle 이용권을제공하고있으며, 모든자전거와주둔지의청소및소독빈도를높였습니다. 
 

Bird 는 3 월 

27 일현재필수작업자들이사용할수있는소형차량을제외한대다수의차량수를줄였습니

다. 
 

Lyft 는의료종사자들의필수여행이가능하도록지역병원근처에스쿠터배치를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다음회사들은추후통지가있을때까지운영을일시중지할것이며모든장치를공공통행로

에서치웠습니다. 오스틴 3-1-1 요청에응답할수있는직원은계속근무합니다. 

 

• Lime, 3 월 17 일부로 

• Wheels, 3 월 19 일부로 

• Spin, 3 월 26 일부로 

• JUMP, 3 월 27 일부로 

 

텍사스주여행격리명령 
추후통지가있을때까지, 

다음지역에서공항을통해텍사스주에최종목적지로입국하는모든사람이해당됩니다. 
 

• 뉴욕시 

• 뉴저지주 

• 코네티컷주 

• 캘리포니아주 

• 루이지애나주 

• 워싱턴주 

• 조지아주애틀랜타시 

• 일리노이주시카고시 

• 미시간주디트로이트시 

• 플로리다주마이애미시 
 

다음지역에서도로를통해텍사스주에진입하는모든사람이해당됩니다. 
 

• 루이지애나주 
 

https://gov.texas.gov/news/post/governor-abbott-issues-executive-order-mandating-14-day-quarantine-for-travelers-arriving-from-new-york-tri-state-area-new-orleans2
https://gov.texas.gov/news/post/governor-abbott-issues-executive-order-mandating-14-day-quarantine-for-travelers-arriving-from-new-york-tri-state-area-new-orleans2
https://gov.texas.gov/news/post/governor-abbott-issues-executive-order-mandating-14-day-quarantine-for-travelers-arriving-from-new-york-tri-state-area-new-orleans2
https://gov.texas.gov/news/post/governor-abbott-issues-executive-order-mandating-14-day-quarantine-for-travelers-arriving-from-ca-la-wa-atlanta-chicago-detroit-and-miami
https://gov.texas.gov/news/post/governor-abbott-issues-executive-order-mandating-14-day-quarantine-for-travelers-arriving-from-ca-la-wa-atlanta-chicago-detroit-and-miami
https://gov.texas.gov/news/post/governor-abbott-issues-executive-order-mandating-14-day-quarantine-for-travelers-arriving-from-ca-la-wa-atlanta-chicago-detroit-and-miami
https://gov.texas.gov/news/post/governor-abbott-issues-executive-order-mandating-14-day-quarantine-for-travelers-arriving-from-ca-la-wa-atlanta-chicago-detroit-and-miami
https://gov.texas.gov/news/post/governor-abbott-issues-executive-order-mandating-14-day-quarantine-for-travelers-arriving-from-ca-la-wa-atlanta-chicago-detroit-and-miami
https://gov.texas.gov/news/post/governor-abbott-issues-executive-order-mandating-14-day-quarantine-for-travelers-arriving-from-ca-la-wa-atlanta-chicago-detroit-and-miami
https://gov.texas.gov/news/post/governor-abbott-mandates-14-day-quarantine-for-road-travelers-arriving-in-texas-from-any-location-in-louisiana


위조건에해당되는사람은텍사스에입국한시점으로부터 

14 일또는자신이텍사스에머무는기간, 

둘중에해당되는더짧은기간동안자체격리해야합니다. 
 

자체격리명령은텍사스비상관리부에서결정된경우에따라, 군복무, 비상대응, 

보건대응또는중요기본시설업무와관련하여여행하는사람들에게는적용되지않습니다. 
 

세부계획및집행 
 

텍사스주공중안전국 

(DPS)은이들지역에서온여행자들에게텍사스내주택이나호텔과같은격리장소를정하도

록요청합니다. 또한여행자는성명, 생년월일, 집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증또는여권정보를제공해야합니다. 
 
DPS 

경찰이나기타승인된보안관들은공항에서각여행자가작성한양식을수집하고텍사스-

루이지애나국경에서명령을집행할것입니다. 
 

14 일간의격리기간동안, 여행자는지정된격리장소에서보건부직원, 

의사또는의료서비스제공자를제외한방문자를만나서는안되며, 

어떠한공공장소도방문해서는안됩니다. 
 
DPS 

특수요원이지정된격리소에예고없이방문하여여행자가물리적으로격리소에머물고있

는지확인하여명령준수여부를확인할예정입니다. 본자체격리명령을준수하지않는것은 

1,000 달러이하의벌금, 

180 일이하의징역또는두가지모두에해당되는형사범죄에해당됩니다. 

 

본명령에대한질문은 (800) 525-5555로전화하여 DPS에직접문의하세요. 

 

오스틴-버그스톰국제공항항공여행최신정보 
 

오스틴-버그스톰국제공항(AUS)은중요기본시설로간주되며개방상태를유지합니다. 

아래링크를통해공항운영에관한최신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 
 

AUS  코로나-19 최신정보 
 

공항의대중매체또는프레지덴셜대로를따라게시된디지털전단을통해최신정보를확인

할수있습니다. 
 

공항청소및위생 
사회적거리를유지하기위해, 

공항은한번에왕복항공기에탑승하는승객의수를제한하고있습니다. 

AUS 는또한운송수단을청결하게유지하고고객이안전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왕복항공기는소독제로청소하며난간등접촉구역은하루에도여러차례말끔히닦습니다. 
 

또한다음과같은청소및위생노력이시행되고있습니다. 
 

• 교통량이많은지역(예: TSA 검문소이후)에는더많은손소독시설이있습니다.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travelers-and-flights
http://www.austintexas.gov/page/covid-19-information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travelers-and-flights


• 전단이부착됐으며직원들이일반위생모범사례와사회적거리두기를알리는안내

방송을하고있습니다. 

• 키오스크, 안내소, 문손잡이, 키패드, 난간, 식수대, 좌석, 보안검사대바구니등 

"접촉이많은" 구역을소독하는데집중하고있습니다. 

• 청소직원은공공장소에집중적으로배치되어있으며, 

경우에따라다른부서에서직원을뽑아강화한청소절차를보조하기도합니다. 

시설직원은작업시사용할소독제용액이든병을가지고있습니다. 

또한모든청소직원은장갑을사용하며요청시얼굴마스크를입수할수있습니다. 

• 모든분야의직원들에게평소손씻기등개인위생을잘실천하고, 

가능한경우주변사람과최소 1.8 미터거리를두는등사회적거리두기를준수하고, 

대규모로무리를짓는상황이나모임을피하도록권장했습니다.  

항공사직원들은공항운영을지원하기위해시차를두고인력을투입하고있습니다.  

가능한경우, 항공사직원들은자택근무하고있습니다. 
 

여행계획을변경하고싶은데어떻게해야하나요? 
곧있을여행계획과관련하여고민이있는여행객은해당항공사에연락하여항공편을재조

정할수있는지문의하시기바랍니다. 
 

항공사들은코로나-19 에어떻게대응하고있습니까? 
일부항공사들은  

AUS 를포함한특정항공서비스노선의빈도를변경하거나줄이는결정을내리고있습니다.  

항공서비스변경사항및현재항공사가취하고있는다른조치와관련된추가정보는해당항

공사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travelers-and-flights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travelers-and-flights


집에머물기명령정보 

주지사의 명령 

텍사스주에서는 사업장과 서비스의 단계적인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Abbott 주지사가 

발표한 명령은 다시 문을 연 사업체의 고용주, 직원 및 고객을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주지사의 명령 및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텍사스 코로나바이러스 

자원 및 응답 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스틴 시 명령 

오스틴-트래비스 카운티 지역 주민들은 6 월 15 일 채택된 시 및 카운티 지역 명령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위생 및 얼굴 가리기 관행을 계속 실천할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집에 머무르며 생명 구하기 명령"은 기존 "집에 머물기-안전 근무 

명령"을 대체합니다. 명령은 위생 지침 외에도 최대 10 명의 친목 모임은 피하거나 

최소화하도록 지시하고, 동일 가정 외의 개인들로 구성된 10 명 이상의 사람들이 

어울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 년 7 월 02 일에는 집에 머물기, 마스크, 및 기타 안전하게 지내기 명령이, 

2020 년 6 월 22 일에는 집에 머물기, 마스크 및 기타 안전하게 지내기 명령이 

내려졌으며, 이 명령에는 6 월 23 일 부로 모든 사업장이 코로나-19 와 관련된 보건 

안전 계획을 이행하도록 지시하는 6 월 17 일 발표된 사업을 위한 보건 및 안전 

명령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명령에는 대부분의 경우 직원과 고객이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는 요구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운티 지역이 4 단계 경보에 있는 동안, 취약한 사람들은 2 명 이상 모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카운티 지역 명령과 시 명령은 모두 8 월 15 일에 만료됩니다. 

2020 년 7 월 9 일, 트래비스 카운티 지역 Sam Biscoe 판사는 카운티 지역 판사 명령 

2020-14; 코로나-19 관련 지역사회 제한에 서명했고, 이는 2020 년 7 월 11 일 토요일 

오전 12 시 01 분 부로 시행되며, 연장되지 않는 한, 2020 년 8 월 15 일 오후 11 시 

59 분까지 계속됩니다. 이 명령은 트래비스 카운티 지역을 위한 지역 재난 선포와 

공중 보건 비상 사태를 지속시킵니다. 자세한 정보는 TravisCountyTx.Gov 를 

방문하세요. 

 

 

https://gov.texas.gov/coronavirus
https://gov.texas.gov/coronavirus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Health/Order-No-20200615-013.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Health/Order-No-20200702-017.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Health/Order%20No.%2020200622-015.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Mayor's%20Business%20Masks%20Order%206-17-20.pdf
https://traviscountytx.gov/images/docs/200314-gathering-order.pdf
https://www.traviscountytx.gov/news/2020/1945-novel-coronavirus-covid-19-information
https://www.traviscountytx.gov/images/docs/200314-gathering-order.pdf
https://www.traviscountytx.gov/images/docs/200314-gathering-order.pdf
https://www.traviscountytx.gov/news/2020/1945-novel-coronavirus-covid-19-information
https://www.traviscountytx.gov/news/2020/1945-novel-coronavirus-covid-19-information


귀하가꼭알아야할내용 

공중 보건 명령은 모든 오스틴/트래비스 카운티 지역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피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실내에 머물 것을 요청합니다. 

 

식료품을 사기 위해 집을 나서거나, 달리기하러 나가거나, 애완견을 산책시키거나, 

약을 찾거나, 의사를 방문하거나, 직장(필수 사업으로 지정되거나 다시 문을 연 

사업의 경우)으로 출퇴근하는 것은 여전히 괜찮습니다.  

 

주지사 명령은 이제 사람들에게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나요? 

네. 주지사 명령(GA-29)에 따르면, 10 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상업적 단체나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다른 건물이나 공간에 있을 때, 또는 야외 공공 공간에서 같은 가정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과 1.8 미터 정도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언제든, 코와 입 위에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 요구 사항의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사람이 혼자 있거나 오직 같은 가구 또는 거주지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있는 경우 

• 1 인용 방 또는 공간에 있는 경우, 

• 투표할 때, 다른 사람이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때, 투표 감시자 역할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선거를 관리할 경우, 

• 수영장, 호수 또는 이와 유사한 수역에서 수영할 경우, 

• 종교 예배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거나 참가할 경우, 

• 청각 장애인에 의한 또는 청각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입이 보여야 할 

경우, 

•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마실 경우; 야외에서 1.8 미터 이상의 일관된 거리 

두기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 혼자 운전하거나 같은 가구 구성원인 승객과 함께 운전할 경우, 

•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면 건강 상태, 정신 건강 상태 또는 장애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 안전 또는 보안 위험이 더 클 경우.   

 

10 세 미만 아동의 부모 및 보호자는 거주지 밖에서 아동에게 적절히 마스크를 씌울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 등급(N95)과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 전문가와 응급 구조자들만 비축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얼굴 가리개를 만드는 방법의 예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 및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stay-home-order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stay-home-order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you-and-your-family


CDC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들 

중고 물품 판매를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현재 시, 카운티 지역 및 주 명령에 따라 중고 물품 판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명령에서는 개인이 필수적인 사업이나 활동 또는 재개된 소매 

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필수적인여행을 가거나 허용된 야외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한, 동일한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과의 친목 모임 및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고 물품 판매는 필수적인 사업이나 

서비스 또는 재개된 소매 서비스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차 안에 머무는 주차장에서는 추도식이 열릴 수 있나요? 

 

네, 이런 방식으로 열리는 추도식은 시와 주의 명령에 따라 허용됩니다.  2020 년 

4 월 13 일 발표된 시장의 집에 머물기 - 안전 근무 명령 제 6 조(e)(xxiv)에는 장례식, 

시체 안치소, 화장, 매장, 묘지 및 관련 서비스가 필수적인 서비스이며, 사람 사이에 

1.8 미터의 사회적 거리를 최대한 유지할 경우 계속 운영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회나수도원, 또는 예배 장소에서 열리는 종교 예배인 추도식도 필수 서비스이며, 

시 및 주 명령에 따라 허용됩니다. 종교 서비스 참여자는 법무장관과 주지사가 

발표한 합동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주지사의 명령은 만약 재개가 허용된 사업에 근무하고 있다면, 필수적인 직원이든 

비필수적인 직원이든 모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재개가 허용된 사업의 고용주가 복직할 직원 수를 결정할 것입니다. 

 

새 행정 명령에서 사교 모임은 어디에 속하나요? 

 

현행 시, 카운티 지역, 주에서 발표한 집에 머물기 명령은 개인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과의 친목 모임이나 대면 접촉 등을 최소화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사교 모임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람들은 단지 필수적인 사업이나 활동 

또는 재개된 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필수적인여행을 하기 위해 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유지되는 한에서 결혼식, 결혼 피로연, 종교 예배 또는 장례식을 포함한 

허용된야외물리적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외출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가 발표한 새 명령은 또한 65 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되도록 집에 머물고, 



집에서는 지난 14 일 사이에 외출한 적이 있는 사람들과사교적거리를 두도록 

권장합니다.  

 

주지사의 새로운 명령에 따르면 사람들은 장례식, 종교 예배, 결혼식, 소풍, 그리고 

축제/모임에 참석할 수 있나요? (그리고 몇 명이 참석할 수 있나요?) (종교적인 

서비스, 예배 장소 및 장례식에 대한 지침이 인쇄 가능한 PDF 로 포함됩니다) 

종교적인 서비스, 예배 장소 및 장례식에 대한 지침 

이 정보에 대한번역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번체|중국어 간체| 베트남어|아랍어로 

이용 가능합니다.  

 

장례식: 장례식은 허용됩니다. 교회, 수도원, 또는 예배당이 아닌 다른 실내 공간에서 

열리는 장례식은 등록된 전체 시설사용률의 25 퍼센트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야외공간에는사용률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종교 예배: 교회나 수도원, 또는 예배 장소에서 열리는 종교 예배는 필수 서비스이며, 

시 및 주 명령에 따라 허용됩니다. 종교 서비스 참여자는 법무장관과 주지사가 

발표한 합동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결혼식: 주지사 명령 GA-21 에 따라, 결혼식장은 재개가 허용되며, 결혼식에 필요한 

서비스도 허용됩니다. 교회, 수도원, 또는 예배당이 아닌 다른 실내 공간에서 열리는 

결혼식은 등록된 전체 시설사용률의 25 퍼센트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시설 전체사용률의 최대 25 퍼센트까지만 운영하는 시설은 결혼 피로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용률 제한은 피로연의 야외 공간이나야외결혼식 

피로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풍: 소풍은 오직동일한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만 허용됩니다.  현행 시, 카운티 

지역, 주에서 발표한 집에 머물기 명령은 개인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과의사교모임이나 대면 접촉 등을 최소화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사교 

모임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람들은 단지 필수적인 사업이나 활동 또는 재개된 

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필수적인여행을 하기 위해 또는 허용된야외물리적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외출할 수 있습니다. 

 

축제/모임: 시 또는 주 정부 명령에서 특별히언급하지않은 축제 및 기타 모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시, 카운티 지역, 주에서 발표한 집에 머물기 명령은 개인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과의사교모임이나 대면 접촉 등을 최소화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사교 모임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람들은 단지 필수적인 

사업이나 활동 또는 재개된 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필수적인 여행을 하기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Health/Faith-Based_Guidance_flyer-Eng-051120.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Health/Faith-Based_Guidance_flyer-Eng-051120.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Health/Faith-Based_Guidance_flyer%20Spanish-051120.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Health/158420_Faith-Based_Guidance_flyer_TraditionalChinese-051120.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Health/158420_Faith-Based_Guidance_flyer_SimlifiedChinese-051120.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Health/158420_Faith-Based_Guidance_flyer_Vietnamese-051120.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Health/Faith-Based_Guidance_flyer_AR-051120.pdf


위해 또는 허용된야외물리적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외출할 수 있습니다. 

 

시 시설들은 문을 열/언제 예정입니까? 

 

시행정 담당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오염에 대한 이용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수영장을 포함한 도시 시설들을 개방할 적절한 시기를 결정할것입니다. 

 

다음 사업을 운영해도 되나요? 애완동물미용사, 방탈출, 미술, 음악, 및 기타 사업을 

포함합니다. 

 

현행 시, 카운티 지역, 주에서 발표한 집에 머물기 명령은 개인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과의사교 모임이나 대면 접촉 등을 최소화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사교 모임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람들은 단지 필수적인 사업이나 활동 

또는 재개된 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필수적인 여행을 하기 위해 또는 

허용된야외 물리적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외출할 수 있습니다. 

 

방탈출 모험: 아니요, 이것은 사교 모임이며, 사람들이이것을이용하기 위해 외출해도 

되는 활동이 아닙니다. 

 

수의적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애완동물미용사: 네, 비보건 

관련 서비스는 허용된 비필수 소매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재개된 서비스에 

관한 주지사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레이저 태그/페인트볼:아니요.이것은 사교 모임이며,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 

외출해도 되는 활동이 아닙니다. 

 

애견 기숙사/돌봄 서비스: 이 서비스는 수의학적치료의 일부일 경우에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와인 시음실: 와인 시음실은 주지사 명령 GA-21 에 따른 식당 내에서 식사하는 

서비스에 속하지 않는 한, 다시 열 수 없습니다. 시설은 만약 식당에서 주류 판매로 

얻은 수익이 총매출의 51 퍼센트 이하이며, 텍사스주 알코올 주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텍사스 법이 요구하는 51 퍼센트 전단을 게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만 식당 

내에서 식사하는 서비스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음악가/음악 수업: 아니요, 이것은 시, 카운티 지역 또는 주에서 발표한 집에 머물기 

명령의 예외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람들이이것을이용하기 위해 외출해도 되는 

활동이 아닙니다. 수업들은 원격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미술 전시회/수업: 아니요, 이것은 시, 카운티 지역 또는 주에서 발표한 집에 머물기 



명령의 예외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람들이이것을이용하기 위해 외출해도 되는 

활동이 아닙니다. 수업들은 원격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소매 서비스: 네, 픽업, 우편배달, 또는 고객 집 앞까지 배달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소매점 내에서의서비스는 시설전체사용률의 최대 25 퍼센트까지만 운영할 

경우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용실: 네, 5 월 8 일부터운영할 수 있습니다. 작업대는 반드시 서로 1.8 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위생 및 얼굴을 가리는 관행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수영장: 예, 실내 및 실외 수영장은 5 월 8 일부터 전체사용률의 최대 25 퍼센트를 

사용하여 개장할 수 있습니다. 오스틴시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수영장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체육관: 아니요. 체육관은 5 월 18 일에 전체 수용률의 최대 25 퍼센트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탈의실과 샤워실은 반드시 폐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야외 운동을 해도 되나요? 

 

개인은 다른 참가자와 접촉하지 않는 야외 운동을 할 수 있으며, 4 명 이상이 

참여하는 운동은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없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는 개인은 사회적 

거리 두기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www.austintexas.gov/department/golf-atx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사용률은 누가 결정하나요? 

개발 서비스 부서는 개업을 선택한 기업이사용량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사업주는사업 및 산업 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양로원에 어떤 변화라도 적용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주지사의 새 명령은 2020 년 4 월 20 일 오스틴-트래비스 카운티 지역 보건 당국이 

발표한 지역 요양원에 대한 현행의 요구 조건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명령이 아동 보육 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필수적이지 않은 근로자를 

위해 아동 보육 시설을 여는 것이 허용되나요? 아동 및/또는 교사 수에 제한이 

있습니까? 

 

https://www.austintexas.gov/department/golf-atx


아동 보육 시설은 GA-26 에 따라 계속 운영될 수 있습니다. 

 

주지사 명령은 시가 건설 산업에 취하고 있는 방향/지침에 어떤 영향을/변화를 

주나요? 

 

시가 건설 산업에 공표한 지침, 전단, 요구 사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에서는 얼굴 

가리개 요구 사항 위반에 대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주지사가 발표한 새 명령을 감안하여 시 명령이 계속 적용됩니까? 

 

2020 년 7 월 2 일, 주지사는 주지사 명령 (GA-29)과 주지사 명령 개정 선언 (GA-

28)을 발표했습니다. GA-28 은 GA-29 또는 주지사 선언에 의해 특별히 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여전히 적용됩니다. 주지사의 명령과 선언에 대응하여, 시장은 

2020 년 7 월 2 일 '집에 머물기, 마스크 및 기타 안전하게 머물기 명령(명령 번호. 

20200702)'을 발령하였습니다. 본 명령은 주지사가 발행한 명령 및 선언과 함께 

적용됩니다. 

 

시에서는 사업 수용률 제한을 어떻게 실행할 예정입니까? 

 

사용률제한은 오스틴 경찰서, 오스틴 법규 부서, 오스틴 소방국장에 의해 실행될 

예정입니다. 실행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교육입니다. 그 이후에 확인된 신고 사항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50% 수용률 제한을 어떻게 결정할 예정인가요? 

 

 

개발 서비스 부서는 기업들이 수용률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제조 

서비스 및 사무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직원 및 고용인은 수용률 제한을 결정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장이 수용률제한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고 사항은 311 로 문의해야 합니다. 

 

사업주로서 고객들에게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사업장은 현장에서 얼굴 가리개 요건에 대한 자체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는 

사업체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지사 명령에 의해 계속 금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지사 명령에 따라 술집 및 이와 유사한 업소는 대면 서비스를 중지합니다. 상업적 

래프팅 및 튜빙 서비스 운영은 금지됩니다. 다른 규정이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 명 이상의 야외 및 친목 모임은 금지됩니다. 

 

텍사스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위원회(HHSC)의 지침을 통해 결정된 중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요양원, 주 지원 생활 센터, 생활 보조 시설 또는 장기 

치료 시설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집에머물기명령이있어야하는이유가무엇인가요? 
 

사람들사이에쉽게퍼지는바이러스의지역사회감염이실제로존재합니다. 

증상이없거나가벼운증상을보이는사람도많지만,  

몸이크게아프지않아도바이러스를다른사람에게쉽게전파할수있습니다.  

바이러스에감염된몇몇사람,  특히 60 세이상,  면역력이약한사람,  

여러가지질병을가진사람에게는결국심각한합병증으로이어질수있으며산소또는인공

호흡기같은의료적개입이필요할수도있습니다. 
 

바이러스는매우쉽게퍼지기때문에, 본명령과같은개입이없을경우, 

많은사람들이의료적치료를필요로하게돼,  병원시스템에부담을줄수있습니다.  

병원에는제일심각한환자를적절히돌볼수있는충분한침대나장비가부족할수도있습니

다.   

바이러스의확산을늦추기위해전력을다하고의료시스템에과부하가걸리지않도록바이

러스감염확산의"곡선을완화시키는것"  이중요합니다.  이것이성공하면, 코로나-

19 로병에걸린사람이나사고,  심장마비,  

뇌졸중및기타심각한의학적질환에대한응급진료가필요한사람들이의료서비스를제공

받을수있을것입니다. 
 

주 정부의 명령이 만료되더라도, 시에서는 계속 집에 머물기 명령을 실행할 수 

있나요? 

네. 오스틴시의 2020 년 6 월 15 일 집에 머물기 명령은 여전히 시행 중이며, 이 

명령은 2020 년 8 월 15 일까지 연장될 예정이고, 주 정부 명령의 존재에 의해 시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주 정부 및 시 명령에 따라 문을 연 사업장에 들어갈 때도 얼굴 가리개를 여전히 

착용해야 하나요? 

개개인이 필수적인 사업에 들어갈 때 계속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1.8 미터의 사회적 거리 두기와 손 씻기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는 

중요한 조치이므로, 이들을 계속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친구나가족을만나도될까요?  
  

같은 가구 구성원 외의 사교 모임은 피해야 하고, 권장되지 않으며, 취약 계층은 특히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stay-home-order


사회적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다른 가구 또는 주거 단위에 거주하는 친구 및 가족의 

모임을 포함한 모든 공적 및 사적 모임은 한 가구 또는 한 주거 단위 밖에서 10 명 

이상 규모로 모이는 것을 금지합니다. 

직접 대면하는 상호작용의 수를 더 많이 제한할수록, 바이러스 확산의 억제를 더 

많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가상 만남은 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매우 권장됩니다. 다른 가정에 있는 

가족 구성원, 노인, 미성년자, 부양 가족, 장애인, 또는 기타 다른 취약 계층을 돌보는 

것은 필수적 활동으로 간주되며, 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운동을하거나애견동물을산책시켜도되나요? 
 

네. 약 1.8  미터이상의물리적거리가유지되는한,  

사람들은산책을하거나운동을하거나애견동물을밖으로데리고나갈수있습니다. 

오스틴시립공원녹지공간과산책로는산책, 하이킹, 

조깅또는자전거타기등의활동을위해개방되어있습니다.   

하지만일부시설과편의시설은폐쇄됐습니다. 

여기서시립공원운영변경사항에대한전체세부정보를확인하세요. 
 

빨래방에가도되나요? 
 

네. 빨래방, 드라이클리닝점, 세탁서비스제공업체는필수사업으로꼽힙니다.  하지만,  

여전히가능한한최대로다른사람들과의사회적거리를유지하고손을씻어야합니다. 
 

가정폭력피해자는어떤도움을받을수있나요? 
 

집에머무르는것이안전하지않다면,  

이명령기간동안머무를다른안전한장소를찾기를권고합니다.  

다음연락처로연락주십시오. 
 
SAFE: 512-267-7233 
 

희망연맹: 800-460-7233 
 

국가가정폭력직통전화: 1-877-863-6338 
 
@SAFEatx 
 

이명령이노숙자에게미치는영향은무엇인가요? 
 

노숙인들은자택대피명령의대상이아니지만, 보호소를찾기를권고합니다. 

시는계속주및지역파트너와협력하여노숙자를위한가용자원을극대화할것입니다.  

개인이공유된또는야외공간을이용할경우,  

실천가능한한최대로물리적거리두기와얼굴가리개요구사항을준수해야합니다. 

더많은정보를보려면 www.AustinTexas.gov/Homelessness 에방문하세요. 

https://www.safeaustin.org/get-help/
https://www.hopealliancetx.org/get-help/
https://www.thehotline.org/help/
https://twitter.com/SAFEatx
http://www.austintexas.gov/Homelessness


 

현재명령하에서저희집에조사관이들어와도안전한가요? 
 

주민과조사관들의안전을위해,  

당장생명이나안전에위협이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사용중인주거지에대한내부점검을

일시적으로중단하고있습니다. 
 
 
 
 
 
 
 
 
 
 
 
 
 
 
 
 
 
 
 
 
 
 
 
 
 
 
 
 
 
 
 
 
 
 
 
 
 
 
 



 

지역사회자원들: 도움을받는방법 
이용가능한서비스 
오스틴-트래비스카운티지역에서는지역사회모임,  식당및술집에대한새로운코로나-19  

명령이시행됨에따라, 

공공부문과지역사회및경제개발파트너들이제공하는다양한서비스를강조하여서비스, 

행사, 

음악및제한상황의영향을가장크게받을만한기타산업에종사하는사람들을돕고있습니

다. 
 

가정내교육및오락자원들 
공원및오락부가제공하는풍부한가상자원 
 

공원및오락부(PARD)는학습, 

운동및가족활동을포함하여다양한온라인오락거리와문화체험을제공하고있습니다. 

www.austintexas.gov/parkprograms 을방문하세요. 
 

오스틴공공도서관의가상도서관 
 

오스틴공공도서관에는전자서적, 전자오디어서적, 잡지, 

영화및음악을다운로드하거나유출할때,컴퓨터또는휴대폰으로읽고, 듣고,  

시청할수있는 24 시간/무휴일운영하는 "가상도서관"이있습니다.   

더많은정보를원하시면, library.austintexas.gov/virtual 을방문하세요. 
 

오스틴교육학군러닝-앳-홈 

오스틴교육학군러닝-앳-홈은학생이가정에서독립적으로,  

가족또는다른성인들과함께할수있는다양한온라인및오프라인활동아이디어를포함하

는선택가능한자원들을제공합니다.  더많은자원들이추가될예정이니,  

주기적으로다시확인해보세요.  이용하려면, https://sites.google.com/austinisd.org/aisd-

learning-at-home 을방문하세요. 
 

UT  생물다양센터 
  

UT 생물다양센터에는 "타워걸"이라는별명을가진암컷송골매의둥지인  UT 

탑을관찰할수있는실시간매관찰카메라가있습니다. 더많은정보를원하시면, 

biodiversity.utexas.edu/resources/falcon-cam 를방문하세요. 
 

구글예술문화관 
 

구글예술문화관에는상징적인박물관및기념물을포함한유명한장소를 

3D 로탐색할수있는가상컬렉션이있습니다. 더많은정보를원하시면, 

artsandculture.google.com/project/openheritage 를방문하세요. 
 

몬터레이해안만수족관  
 

몬터레이해안만수족관은산호초, 해파리,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community-resources
http://www.austintexas.gov/parkprograms
https://sites.google.com/austinisd.org/aisd-learning-at-home
https://sites.google.com/austinisd.org/aisd-learning-at-home


펭귄등다양한해양생물을볼수있는실시간웹캠 10 개를보유하고있습니다. 

더많은정보를원하시면, montereybayaquarium.org/animals/live-cams 를방문하세요. 
 

스미스소니언국립동물원 
 

스미스소니언국립동물원에는벌거숭이두더지쥐, 사자, 

자이언트판다와코끼리를볼수있는실시간웹캠 4 개가있습니다.  

더많은정보를원하시면, nationalzoo.si.edu/webcams 를방문하세요. 
 

스미스소니언국립자연사박물관 
 

스미스소니언국립자연사박물관에서는현재전시된전시품의가상투어를제공합니다. 

더많은정보를원하시면, naturalhistory.si.edu/visit/virtual-tour/current-

exhibits 를방문하세요. 
 

스미스소니언재단사무소 
 

스미스소니언재단사무소는아이들을위한온라인자원을제공합니다. 

더많은정보를원하시면, www.si.edu/kids 를방문하세요. 
 

스콜라스틱 

스콜라스틱은아이들을위해가정내학습자원을제공하고있습니다. 

더많은정보를원하시면, 

classroommagazines.scholastic.com/support/learnathome.html 를방문하세요. 
 

보육지원 
 

코로나-19 기간동안보육서비스찾는법 
 

운영중인보육제공업체를찾거나필수직원의자녀를돌보는데도움이필요하면 Frontline  

Child Care Availability 사이트를방문하세요. 

이웹사이트에서필수근로자인부모들이집이나직장근처에서이용할수있는보육서비스

를찾을수있으며, 허가받은어린이집과보육원, 

공인된보육원의위치가나온지도를확인할수있습니다. 

웹사이트에는각시설의운영시간과시설내남아있는자리수를연령대별로보여줍니다. 
 

필수근로자를위한보육보조금 
 

이위기기간동안보육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높이기위해,  코로나-19  

필수근로자에대한보육보조금소득임계선이주중간소득(SMI)의약 

150%로확대되었습니다.  4 인가족일경우연간약 118,000 달러또는매달 

9,800 달러이하금액을뜻합니다. 
 

필수작업자및사업체는다음을포함(그러나여기에만한정되지는않음)합니다. 
 

• 약국및의료종사자 

• 최초대응자 

• 중요한지방및주정부직원 

• 우편및배달서비스직원 

http://www.si.edu/kids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community-resources


• 요양원, 보육원, 가정의료및기타직접돌봄제공자 

• 식료품점직원 

• 주유소직원 

• 은행원 
  

• 식당(드라이브스루및배송포함) 직원 

• 군인 

• 그외 TWC  또는이사회에의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모든작업자 
 

보육서비스가절대적으로필요한필수직원인경우, 보육서비스제공업체와부모를위한 

Workforce Solutions 자원을방문하시기바랍니다. 

이곳에서자격적격양식을검토하고작성하여재정지원을받을수있는지확인할수있습니

다.  그다음귀하는 Workforce Solutions Capital 

Area 의자격전문가와연결되어재정지원을받을자격이있는지, 

그리고현재자금이이용가능한지여부를확인하게됩니다. 
 

코로나-19  관련질문과개인, 

직원및가족을위한사회복지및기본적인필요자원지원을받으려면  2-1-

1 로전화주십시오. 
 

오스틴시의코로나-19 관련유아용자원은석세스바이 6(Success by 6) 

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지역 사회 지원과의 연결 

오스틴 시는 지역의 비영리, 종교 기반 및 정부 프로그램들을 잠재적 기부자 및 자원 

봉사자들과 연결하기 위한 원조 방법(How to Help) 온라인 허브를 출시했습니다. 

귀하가 코로나-19 로 인해 발생됬거나 복잡해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조직의 일원이라면, 원조 방법 사용자 지침에서 이 캠페인 참여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세요.  

귀하가 도움을 주고 싶은 지역 사회 회원이라면 

https://howtohelpaustin.givepulse.com/을 방문하세요. 

 

재난및비상사태사기예방방법  
자연또는인간으로인한비상사태가닥쳤을때,  

텍사스주사람들은보통역경을극복하기위해서로를지지합니다.   

하지만비양심적인사람들은이런비극적상황을이용하려고할것입니다.  

부당하게높은가격, 

침수피해차량사기및기타비상사태이후발생할수있는사기를주의하시기바랍니다.  

자세한내용을알고싶거나부정행위를보고하려면텍사스주법무부장관실에있는소비자

보호센터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community-resources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how-help-austin
https://howtohelpaustin.givepulse.com/group/396656-COVID-19-How-to-Help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community-resources


식량지원 

학교가폐쇄된 기간 동안 식료품 구매에 도움을 받으세요. 전염병 전자 혜택 양도(P-

EBT)는 2019~2020 학년기간 동안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급식을 받을 수 있는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텍사스 보건 및 복지 서비스(HHSC)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및 기준에 대한 일반 정보는 영어(PDF), 스페인어(PDF), 중국어 간체(PDF), 

중국어 번체(PDF), 한국어(PDF), 버마어(PDF), 베트남어(PDF), 아랍어(PDF), 

우르두어(PDF)로 제공됩니다. 

 

지역식료품저장실과교육학군들은우리지역사회에비상식량을제공하고있습니다.  

식량지원이필요한경우  211 로전화하거나 Connect ATX 를방문하시기바랍니다. 
 

도움이필요한사람들에게긴급식량지원을제공하는기구는 ATX 

비상식량시스템교환을사용하여자원봉사자및기타자원과연결될수있습니다. 
 

서비스에관한일반정보 
  

오스틴 2-1-1 은 24 시간이용가능한무료사회복지직통전화입니다. 
 

오스틴 3-1-1 은추가도움을위해모든일반적인질문에답변해드리는지원기구입니다. 
 

Aunt Bertha 는자격이되는사람들을식품, 주택, 운송, 보건/의료, 교육, 

그리고법적인도움과맺어주는웹사이트입니다. 
 

노숙인을위한자원 
 

더많은정보를원하시면, www.AustinTexas.gov/Homelessness 를방문하세요. 
  

현재오스틴시는노숙자들을위한서비스를계속제공하고있습니다. 

HUD 는비상대피소는물론, 

사람들이임시주거를경험하고있는모든단기적인장소에몇가지조치를취할수있도록시

에추가지침을제공하고있습니다. 
 

CDC 는노숙자보호소에대한임시지침을제공했으며오스틴-

트래비스카운티지역은이를준수합니다. 
 

주택관련요구 
 

이웃주택및지역사회개발(NHCD)은다음을포함한즉각적인주택지원과더불어코로나-

19 의영향을받은지역사회구성원을지원할정보와후원을제공합니다. 
 

퇴거무효또는퇴거방지정보:법률상담, 대안주택, 세입자이사지원, 

도움이되는자원에대한목록이있습니다.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community-resources
https://hhs.texas.gov/services/health/coronavirus-covid-19/coronavirus-covid-19-information-texans/pandemic-ebt-p-ebt-due-covid-19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P-EBT_flyer-translator%20copy.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P-EBT_flyer-translator%20Spanish.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P-EBT_flyer-translator_Simplified%20Chinese.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P-EBT_flyer-translator_Traditional%20Chinese.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P-EBT_flyer-translator_KOREAN.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P-EBT_flyer-translator%20copy_Burmese.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P-EBT_flyer-translator_Vietnamese.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P-EBT_flyer-translator-AR.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P-EBT_flyer-translator_URDU.pdf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community-resources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community-resources
http://www.austintexas.gov/Homelessness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community-resources


 

임대인을 위한 퇴거 관련 정보는 영어(PDF), 스페인어(PDF), 중국어 간체(PDF), 

중국어 번체(PDF), 한국어(PDF), 버마어(PDF), 베트남어(PDF), 아랍어(PDF)로 

제공됩니다. 

 

임대료지불지원/긴급재정지원:보조금또는대출의형태로공익설비, 임대료, 

주택융자금지불을위한일시적인긴급재정지원을제공하는지역프로그램의목록을제공

합니다. 
 

주택소유자지원, 주택융자및재산세지원: 재융자또는주택융자완화, 지불액감소, 

압류를피할수있는기타해결책에대한지침과정보를제공합니다.  

또한부동산소유자에게재산세납부계획을수립(또는재협상)해주거나 65 세이상고령자, 

장애인, 

참전용사를위한주택면제및재산세유예와같은이용가능한프로그램에대해자세히알아

볼수있도록도움을제공합니다. 

인터넷및디지털기술이해및활용능력자원 
 

더많은정보를원하시면, https://cityofaustin.gitbook.io/decatx/deca-covid-19-community-

resources 를방문하세요. 
 

이자원목록은코로나-19 유행병상황을경험하고있는오스지역사회를위한 City &Partner 

Digital Inclusion 정보를공유하는데사용됩니다.   오스틴코로나-19  

지역사회자원목록에포함된시의디지털권한부여지역사회(Digital Empowerment 

Community)  목록은다음네가지범주로구성됩니다.  일반자원, 

인터넷서비스공급자정보,  컴퓨터이용, 인터넷및온라인학습자원사용입니다. 
 

정신건강서비스 
 

Integral  Care 의정신의학응급서비스최신정보: 
 

3 월 24 일화요일부터, Integral  

Care 의정신의학응급서비스(PES)는전화방문진료와원격진료를제공합니다.  

대면방문은필요한경우에예약으로만이루어집니다.  

PES 는위급한정신건강관리를제공합니다.  현재  PES 는방문예약을받지않고있습니다.  

전화및원격진료서비스는 512-472-4357 로전화주십시오.  영어안내를위해 

1 번을누르고그다음 1 번을누르면직원과통화할수있습니다.  운영시간: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는오전 8 시부터오후 10 시까지,  

토요일과일요일및공휴일은오전 10 시부터오후 8 시까지 
 

성인및어린이정신건강서비스최신정보: 
 

대부분의 Integral Care 

성인및어린이정신건강서비스는현재전화진료또는원격진료를통해제공되고있습니다.  

전화및원격진료서비스는 512-472-4357 로전화주십시오.  영어안내를위해 

1 번을누르고그다음 4 번을누르면직원과통화할수있습니다.  운영시간: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오전 8 시부터오후 5 시까지 
 

24 시간/무휴일위기도움전화: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2020_05_RentAssistance_English.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2020_05_RentAssistance_Spanish.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2020_05_RentAssistance_Spanish.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2020_05_RentAssistance_v6_Traditional%20Chinese.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2020_05_RentAssistance_Korean.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2020_05_RentAssistance_Burmese.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2020_05_RentAssistance_Vietnamese.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2020_05_RentAssistance_AR.pdf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community-resources
https://cityofaustin.gitbook.io/decatx/deca-covid-19-community-resources
https://cityofaustin.gitbook.io/decatx/deca-covid-19-community-resources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community-resources


 

저희 

24 시간/무휴일위기도움전화는정신건강문제를경험하는사람을위한즉각적인지원을 

24 시간내내무휴일로계속제공합니다.  도움이필요하면 512-472-4357 로전화주세요.  

영어안내를위해 1 번을누르고그다음 1 번을누르면위기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 전화및원격진료서비스는 512-472-4357 로전화주십시오.  영어안내를위해 

1 번을누르고그다음 1 번을누르면직원과통화할수있습니다. 
 

• 운영시간: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는오전 8 시부터오후 10 시까지, 

토요일과일요일및공휴일은오전 10 시부터오후 8 시까지 
 

Integral Care 의기동위기원조팀최신정보: 
 

3 월 24 일화요일부터 Integral  

Care 의기동위기원조팀(MCOT)은전화및원격진료를통해모든서비스를제공할것이며,  

필요한경우에는오직예약에의한대면방문을진행합니다.  

MCOT 는지역사회에서정신건강위기관리를제공합니다. 
 

Relief In a State of Emergency (RISE)  주위기사태구제기금 
 

오스틴시의회는코로나-

19 로인해재정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사람들에게직접적인서비스와지원을제공하는

데 1,500 만달러를할당하는결의안 #20200409-81 을통과시켰습니다. 

오스틴공중보건기구는사회복지기관과제휴하여자금이공평하게분배되도록하고코로

나-19 전염병의영향을받는오스틴시의취약계층을돕고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자들은 www.AustinTexas.gov/RISE 에서기금을신청할수있습니다. 

기관들은오스틴시에등록된업체여야하며 PartnerGrants 를통해신청서를제출해야합니

다. 
 

코로나-19 인종 차별 보고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된 인종적 괴롭힘과 폭력(혐오 범죄)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종적 괴롭힘과 폭력 사례를 보고하고 추적하기 위해, 오스틴-

트래비스 카운티 지역 조직 연합에서 설문 조사를 개발했습니다. 

이 설문 조사는 전국의 사례를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국가 설문 조사와 

일치합니다. 이 설문 조사를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연합은 보고된 모든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설문 조사를 보려면  www.austintexas.gov/page/report-covid-19-

racism 을 방문하세요.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community-resources
http://www.austintexas.gov/RISE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community-resources
http://www.austintexas.gov/page/report-covid-19-racism
http://www.austintexas.gov/page/report-covid-19-racism


노인및간병인을위한자원들 
 

텍사스주중부지역고령화서비스위원회는노인들을위한코로나-19 

관련자원목록을준비했습니다.  웹사이트를방문하여자원목록을확인하거나 

855.937.2372 로노인및장애인자원센터에전화하세요. 
 

참전용사를위한자원 
 

미국보훈부의코로나-19  대응 

최근생겨나는이보건위협상황에직면하여,  

미국보훈부는참전용사를보호하고돌보기위해적극적인공중보건대응을시행했습니다. 

군참전용사동료모임 

군참전용사동료네트워크(MVPN)는참전용사가이용할수있는서비스와자원뿐만아니라

조언과지침을제공함으로써현역및전직복무자를지원하기위해헌신하는참전용사및참

전용사가족으로구성된단체입니다. 그들은온라인서비스, 회의,  

그리고지역사회모임을제공하고있습니다. 

자선가센터 

코로나-19  기간동안, Hope for Heroes 는군복무관련외상으로고통받는군요원, 

참전용사및그들의가족에게가상상담및통합의료를제공하고있습니다.  Hope for 

Heroes 치료사는광범위한군사및군사가정경험,  PTSD 및 TBI 와관련된임상적전문성, 

군사문화에대한이해도에따라선발됩니다. 

중부지역텍사스참전용사건강관리시스템 

중부지역텍사스참전용사병원(CTVHCS)은 

VA 의비상관리협조반(EMCC)을활성화하고모든 VA 시설에서임상검사를시작했습니다.   

VA 보건시설은 CDC 에서제공하는검사기준을충족하는참전용사를검사해왔습니다. 

검사비용은청구되지않습니다. 

참전용사배우자전산망모임 

텍사스전역의참전용사배우자들을위한온라인및대면토론회에서배우자와배우자의가

족을위한자원을규정하고프로그램을만들게됩니다. 오늘날, VSN 은텍사스전역에걸쳐 

800 명이넘는배우자들의전산망모임으로발전했습니다. 

귀하의회복이중요합니다: 가상회복자원들 

약물남용및정신건강관리국의다음가이드는가상회복서비스를제공하는여러기관의링

크를제공합니다.  가상 12 단계모임부터회복관련대화방, 

일대일상담서비스링크부터모임개최방법에대한정보까지모든것이포함됩니다. 
 

텍사스참전용사앱 

안드로이드기기용 | 애플기기용 

무료이며사용이간단한이앱은우리군요원과참전용사를지원하는군요원, 

참전용사및그들의가족들그리고모든텍사스인을위한것입니다.   이앱을텍사스주에서 

SMVF 가이용가능한지역, 주및국가자원에대해자세히알아볼용도로사용하세요. 

Integral Care  참전용사, 군요원및참전용사서비스 

Integral  Care 는모든서비스를원격진료로전환했습니다.  모든참전용사와그가족이 VA 

서비스를받을자격이있는것은아닙니다. 

통합건강서비스는모든사람이받을자격이있습니다. VA 의추천은필요없으며, 

지불능력에상관없이서비스를이용할수있고여러언어로제공됩니다. 
 

24 시간목사서비스 

중부지역텍사스참전용사건강관리시스템입니다.  모든신앙과교파는 (254) 743-2849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community-resources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community-resources
https://www.publichealth.va.gov/n-coronavirus/
https://www.milvetpeer.net/page/custompage_map
https://samaritan-center.org/veteran-military-services/
https://www.centraltexas.va.gov/
https://sites.utexas.edu/vsn/
https://www.samhsa.gov/sites/default/files/virtual-recovery-resources.pdf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hhsc.texasveteransmobile&hl=en_US
https://apps.apple.com/us/app/texas-veterans-mobile-app/id1472570333
https://integralcare.org/en/military-veteran/


또는 (254) 743-0991 로전화를걸어주십시오. 

WoVeN 여성참전용사전산망모임 

현재 WoVeN 은코로나-19 기간중에가상동료지원모임을제공하고있습니다.  

이모임은두달동안매주한번 90 분동안만납니다.  

모임구성원이자신의삶의다양한측면을나누고성찰할수있도록각모임은매번새로운주

제에대해얘기합니다. 

성건강자원들 
오스틴시의 HIV 와 STI 검사, 치료및 PrEP 서비스 

• 오스틴공중보건기구와지역단체들은현재필수적인성보건서비스를계속제공하

고있습니다.  제공되는서비스는상황이전개되는양상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3 월 30 일현재, 다음과같은자원이이용가능합니다. 

• 15 Waller Street 에있는오스틴공중보건기구의성건강병원은현재 STI 치료와 

PrEP 를제공하고있습니다.  STI 증상이있으시면 512-972-

5430 으로전화하셔서검진및예약을하시기바랍니다. 정기 HIV/STI 

검사는추후통지가있을때까지중단됩니다. 512-972-

5580 으로전화하시면무료콘돔배달이가능합니다. 

• KIND 병원은모든일상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무료서비스에는 STI 

검사및치료, HIV 검사및관리, PrEP, PEP, 성별을확증하는관리가포함됩니다. 

모든최초예약은가상으로이루어지고필요한경우후속조치를대면으로이루어질

것입니다.  1-833-937-5463 으로전화하시면예약이가능합니다. 자세한내용은 

kindclinic.org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 Vivent Health(오스틴시 AIDS 서비스)는가정용 HIV 

검사장구와콘돔배달서비스를무료로제공합니다.  512-600-8378 로전화하거나 

CDNStore.org 을방문하시면자세한내용을볼수있습니다.  모든대면 HIV 및 STI 

검사와치료는추후통지가있을때까지중단됩니다. 

• 보건권한센터(CHE)는앞으로도무료로성건강서비스를제공할예정입니다. 

제공되는서비스에는 PrEP 서비스, HIV 및 STI 검사, STI 치료가포함됩니다. 512-

840-1273 으로전화하셔서검진과예약을하시면됩니다. 

• ASH+Well 은계속해서무료성건강서비스를제공할것입니다. 서비스에는 HIV/STI 

검사및치료, PrEP 및 PEP 가포함됩니다. 512-467-

0088 으로전화하셔서검진과예약을하시면됩니다. 
 

모든오스틴시민들은코로나-19 

확산을줄이기위해집에머무르며다른사람들과의접촉을최소화해야합니다. COVID-19 

기간동안의성과친밀감을위한조언들은다음과같습니다. 
 

• 조언 #1 코로나-19 감염병이어떻게확산되는지이해합니다. 

• 조언 #2 거리를둔채재밌는시간을보냅니다. 

• 조언 #3 성적파트너를제한합니다. 

• 조언 #4 안전한성행위를실천합니다. 

• 조언 #5 성행위를하지않아야할때를구분합니다. 

• 조언 #6 데이트날밤을위한상상력을발휘해보세요. 

•  

코로나-19 기간중성건강에대한전체지침을영어(PDF),중국어간체(PDF), 

중국어번체(PDF), 베트남어(PDF), 버마어(PDF), 한국어(PDF), 

우르두어(PDF)로확인하세요. 
 

https://www.wovenwomenvets.org/join/enroll-as-group-member/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community-resources


공익사업서비스 
 

오스틴시는고객이공익사업서비스를지속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조치했습니다. 

모든고객이즉시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모든오스틴시공익사업에대한고객관리및청구서를관리하는 Austin 

Energy 는또한다음과같은몇가지프로그램을제공하여고객이공과금청구내역을추적할

수있도록지원합니다. 
 

지급연기계획: 

이를통해고객은공익사업담당자와협력하여고객의재정적상황에맞는장기계획을수립

해공익사업서비스를중단없이받을수있습니다.  

고객지원프로그램:소득이한정된고객과의료적으로취약한고객은즉각적이고지속적인

공공요금경감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다음업체들은코로나바이러스상황에따른급여미지급때문에천연가스서비스차단을일

시적으로중단했습니다. 
 

• Atmos Energy 

• CenterPoint Energy 

• Texas Gas Service 
 

두오스틴시공익사업결제센터들은 3 월 18 일부로문을닫습니다.  

여기를클릭하여고객이공익사업요금을지불할수있는다른방법에대해자세히알아보세

요. 
 

거주및상업적고객은 512-494-

9400 으로전화해고객관리센터에무엇이든문의할수있습니다. 
 

Neighborhood Services 는임대및공익사업지원을제공하고있습니다. 

개별근린센터는일반인의출입을통제하고있습니다. 고객은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오전  8 시~오후 12 시및오후 1 시~오후 4 시 30 분에  512-972-

5780 으로전화할수있습니다. 비상식량배달서비스의지원을원하시면 512-972-

5133 으로전화주세요. 
 

직원및사업자원들 
 

지역지원 
 

오스틴시경제개발부서는향후몇주동안어려움을겪게될기업을위해자금지원프로그램

과비상계획자원을제공하고있습니다. 
 

일반자원의경우, 경제개발국중소기업분과가무료사업지도,  무료온라인강의,  

지역사회파트너와의연결을제공합니다. 
 

Workforce Solutions Capital Area 는구직자가일자리를찾을수있도록지원합니다.512-

485-3792 로전화해연락할수있습니다. 즉시채용을위한구직자페이지도마련돼있습니다. 
 

주정부지원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community-resources
https://www.atmosenergy.com/
https://www.centerpointenergy.com/en-us/pages/selfid.aspx
https://www.texasgasservice.com/
https://austinenergy.com/ae/about/news/news-releases/2020/utility-walk-in-payment-centers-closing
https://austinenergy.com/ae/about/news/news-releases/2020/utility-walk-in-payment-centers-closing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community-resources


텍사스노동위원회는사람들이실업수당을신청하는방법을배우고신청할수있는곳입니

다. 
 

연방정부지원 
 

트래비스카운티지역의중소기업과비영리단체는미국중소기업청(SBA) 

재해지원대출을신청할수있으며, 이대출은고정부채, 급여,  

미지급계좌및재해의영향으로지급불가능한기타청구서에대해최대 

200 만달러까지대출을제공합니다. 
 

중소기업과비영리단체는또한프로그램에참여하도록승인된모든대출기관에급여보호

프로그램을신청할수있습니다. 귀하의은행에전화하거나, 

SBA 의온라인대부업체연결도구를통해귀하의지역에있는 

SBA 가승인한대부업체를찾을수있습니다. 

지역중소기업개발센터또는여성비즈니스센터로전화하시면무료로도움을드리고대출

업체를안내해드립니다. 
 

추가자원들 

경제개발부서는중소기업자원자료서에지역, 주, 

연방및지역사회자원목록을유지하고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병의영향을받은귀하의사업또는비영리단체에대한즉각적인지원을찾으려면  

"재해구제"로찾아보세요. 
 

또한다음과같은범주로중소기업자원자료실에서원하는결과를찾을수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인큐베이터, 예술/음악, 사업지도, 사업계획, 계약, 협력공간, 재해구제, 

교육, 에너지, 영화/텔레비전/비디오게임, 식품산업, 기금, 보조금, 수입/수출, 법, 

전산망, 비영리착수, 투자발표경쟁, 재활용산업, 연구, 기술, 무역단체. 
 

인쇄용자료 
 

여러언어로인쇄하고공유할수있는자원들이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막기위한오스틴시와트래비스카운티지역의메시지를전파하는데도움을주세요. 

여기에는중요기본시설및필수사업장소에게시해야하는의무전단도포함됩니다. 
 

기부 
 

오스틴재해구제전산망(ADRN)은오스틴공중보건기구(APH) 

및시국토보안및비상관리(HSEM)와협력하여대중들로부터개인보호장비를기부받고있

습니다. APF 와 HSEM 은필요에따라기부된물품들을배포할것입니다. 

오스틴시민들께다음과같은물품기부를권장합니다. 

 

• 손세정제 (모든크기의) 

• 향균비누 

• N95  마스크(새것) 

• 수술용마스크(새것) 

• 산업용마스크 (N-95 또는방진용) 

• 소독제물수건(새것) 

• 라텍스프리장갑 

http://www.austintexas.gov/page/print-materials


• 보안경또는안경 (새것) 

• 얼굴가리개 (새것) 

• 보호복 (방수) 

• 일회용식품용장갑 

• 온도계 (오직새것),  특히비접촉형태 

• 집에서만든마스크 
 

기부물품은 1122 East 51st Street, Austin 78723 

에위치한 ADRN 본사사무실/HOPE 가족중고품가게에서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 오전 

10 시부터오후 6 시사이에받습니다. 
 
 
 
 
 
 
 
 
 
 
 
 
 
 
 
 
 
 
 
 
 
 
 
 
 
 
 
 
 
 
 
 
 
 



코로나-19 위험기반지침 

오스틴-트래비스 카운티 지역은 4 단계에 해당합니다. 

오스틴 공중 보건 기구(APH)는 오스틴-트래비스 카운티 지역 주민들이 위험 단계를 

이해하고, 코로나-19 전염병 기간 동안 안전 유지를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색상으로 구분된 도표를 발행했습니다.  

APH 는 현재 지역사회의 위험 수준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효과적인 지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환자 수, 산소 호흡기 사용, 사망, 효과적인 치료 및 예방 접종 

가능성과의 일반적인 상관관계 때문에, 잠정 요인은 입원 횟수를 기반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PDF 형식으로된위험-기반지침의색상도표를다음언어로보기:    

English | Español  |  Tiếng Việt  |  中文 (简体)  |  中文 (繁體)  | 한국어 |  Burmese  |   اُرُدو 

 العربية  |

 

 

 

색맹을위한지침도표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Health/Risk%20Based%20Guidance%20-%20DRAFT%2012.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Health/Risk%20Based%20Guidance%20-%20DRAFT%2013%20Spanish.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Health/159320_Risk%20Based%20Guidance%20-%20DRAFT%209_VIE_V2.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Health/159320_Risk%20Based%20Guidance%20-%20DRAFT%209_SCH.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Health/159320_Risk%20Based%20Guidance%20-%20DRAFT%209_TCH.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Health/Risk%20Based%20Guidance%20-%20DRAFT%209_Korean.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Health/Risk%20Based%20Guidance%20-%20DRAFT%209_Burmese_Final_3.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Health/Risk%20Based%20Guidance%20-%20DRAFT%209_Urdu.pdf
http://www.austintexas.gov/sites/default/files/files/Health/Risk%20Based%20Guidance%20-%20DRAFT%209_AR.pdf


새로운위험기반지침은단계별로권장되는행동과함께,가장낮은위험단계인 1 단계

부터가장심각한단계인 5 단계에이르기까지위험의 5 단계를명확하게제시하고있

습니다. 

저위험군즉, 기저질환이없는, 코로나-

19 로인한합병증및사망위험이낮은사람들을위한권고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1 단계:알맞은위생관행을실천하고,아프면집에머물고,아픈사람을멀리하세요. 

APH 는최대규모의모임인원수에대한권장사항을작성하는중입니다.모든사업장에서일하는개인

들은업무에복귀하는것이안전하다고봅니다. 

2 단계:1 단계권고사항을포함하며다음사항이추가됩니다:공공장소에서사회적거리두기를유지

하며천으로된얼굴가리개를착용하세요.외식및장보기는예비조치를한때를제외하고는피하도록

강력히권고되며, 25 명이상규모의집단모임도되도록피해야합니다. 

개인들은필수적인사업및재개된사업의경우업무에복귀해도안전하다고봅니다. 

3 단계:2 단계권고사항을포함하며,또한개인들에게비필수적여행,모든사교모임, 

10 명이상이모이는모든모임을피하도록강력히권고합니다. 

4 단계:3 단계권고사항을포함하며,개인에게“확장된필수사업”의경우에만업무에복귀하고외식

및장보는것이안전하다고권고합니다.이범주는곧정의될것입니다. 

5 단계:4 단계권고사항을포함하며,가정밖의모든모임을피하고필수적인상황을제외하고외식및

장보기를피하도록강력히권고합니다.이단계에서는오직필수적인사업인경우에만업무에복귀하

는것이안전하다고판단됩니다. 

 

고위험군,즉,65 세이상이거나,당뇨병,고혈압,심장질환,폐질환,신장질환이있거나

비만이거나또다른이유로면역력이약화된경우추가적인보호조치가권고됩니다. 

예를들어,고위험군은 1 단계와 같이 아무리 낮은 위험 단계이더라도,예비 

조치한때를제외하고는 외식 및 쇼핑을 피하도록 권고되며, 25 명 이상 규모의 모임을 

피하도록 권고합니다.위험 단계가 1 단계부터 4 단계까지 높아지는 과정에서, 

고위험군은 저위험군보다 모임의 규모와 외식 및 장보기를 가능한 한 최대로 

제한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러나 5 단계에서는 모든 개인이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활동 

및 유해 환경에 노출 정도를 똑같이 제한하도록 권고합니다. 

 


